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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는,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버에서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
를 행하고, 프레임화/확산기에서 확산율을 저감하며, 소정의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으로 압축 모드 프레임을 출력
하고, 무선 주파수 송신기에서 압축 모드 시의 평균 송신 전력을 증가시킨다. 또한,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에 기초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행하며, 또한,
검출되는 FCCH 및 SCH에 기초하여, GSM과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통신 시스템간 핸드 오버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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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는 실시예 1에 따른 인터리버의 메모리 배분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실시예 1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실시예 1에 따른 통상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5는 실시예 1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6은 실시예 1에 따른 통상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7은 실시예 1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따른 CDMA 시스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블록도.
도 9는 실시예 2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10은 실시예 2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1은 실시예 2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2는 실시예 3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13은 실시예 3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4는 실시예 3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따른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16은 실시예 4에 따른 프레임화/확산기의 메모리 배분을 설명하는 도면.
도 17은 실시예 4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18은 실시예 4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19는 실시예 4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따른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1은 실시예 5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22는 실시예 5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3은 실시예 5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4는 실시예 6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25는 실시예 6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6은 실시예 6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의한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28은 실시예 7에 따른 송신 전력 제어 심벌과 송신 전력 제어량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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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는 실시예 7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30은 실시예 8에 따른 송신 전력 제어 심벌과 송신 전력 제어량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도 31은 실시예 8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도.
도 33은 실시예 9에 따른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34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따른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35는 실시예 9에 따른 압축 모드 제어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36은 종래에 있어서의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
도 37은 방송 채널(BCH)의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8은 제 2 서치 코드를 16 슬롯 연속으로 검출하는 구체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39는 제 2 서치 코드·스크램블링 코드의 군 번호 대응표.
도 40은 동기 확립 순서를 이동국측에서 행하는 경우의 흐름도.
도 4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0의 수신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2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의 동작 개요를 도시하는 도면.
도 43은 W-CDMA/W-CDMA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에 있어서의 동기 확립 순서를 이동국측에서 행하는 경우의
흐름도.
도 44는 제 2 서치 코드 취득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5는 제 2 서치 코드 취득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6은 제 2 서치 코드 취득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7은 제 2 서치 코드 취득 방법의 일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8은 GSM의 슈퍼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9는 W-CDMA/GSM간 핸드 오버에 있어서의 동기 확립 순서를 이동국측에서 행하는 경우의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통신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에 있어서의 인터리브 전송이나 송신 전력 제어를 개선하고, 또한 다른 주파수간의 핸드 오버를
실현하기 위한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는, 동일 캐리어 주파수를 어떠한 셀이라도 반복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시스템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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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파수간 핸드 오버의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과 공존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다른 캐리어 주파수
간에서의 핸드 오버가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 구체적인 경우를 3가지 든다.
첫 번째로서는, 통신량이 많은 셀에서는, 가입자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른 캐리어 주파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
셀간에서 핸드 오버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서는, 엄브렐러(umbrella) 셀 구성 시에는, 대소의 셀에 다른 캐리어 주
파수가 할당되어 있고, 그들 셀간에서 핸드 오버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W(Wide band)-CDMA 시스
템과 같은 제 3 세대 시스템과, 현행의 휴대 전화 시스템과 같은 제 2 세대 시스템 사이에서 핸드 오버하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핸드 오버가 행해지게 되고, 그 때는 다른 주파수의 캐리어의 전력을 검출할 필요가 있다. 상기
검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신기(25)가 2개의 주파수를 검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좋지만, 이에 의해 수신
기의 구성이 커져 구성이 복잡하게 된다.
또한, 핸드 오버 방법으로서, 이동기 주도의 핸드 오버(Mobile Assisted Handover:MAH0)와 네트워크 주도의 핸드
오버(Network Assisted Handover: NAHO)의 2종류가 고려된다. MAHO와 NAHO를 비교하면, NAHO 쪽이 이동기
의 부담은 작아지지만, 그 때문에, 이동기와 기지국간의 동기가 필요하거나, 하나 하나의 이동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기지국/네트워크의 구성이 복잡하고 또한 거대화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MAHO의 실현이 요구되지만, 핸드 오버를 하거나/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동기에서
는 2개의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를 관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CDMA 셀룰러 시스템은 제 2 세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분할 다중 접속(TDMA) 방식과 달리, 송신/수신 모두 통상은 연속 송신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상기 연속 송
신 기술에는, 2개의 주파수의 수신 장치를 준비하지 않는 한, 송신 또는 수신 타이밍을 정지시켜 다른 주파수를 관측
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통상 모드에서의 송신 정보를 시간 압축하여 단시간에 전송하고, 달리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다른 주파수
캐리어를 관측한다는 압축 모드(Compressed Mode)에 관한 기술이 제안되어 있다. 그 한 예로서, 일본 특표평 8-50
0475 공보「DS-CDMA 시스템에 있어서의 심리스·핸드 오버(Seamless Handvers)를 위한 불연속 송신」이 있다.
상기 공보에는, 사용하는 확산 부호의 확산율을 낮추는 것에 의해, 송신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압축 모드의 실현 수법
이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 상술한 공보에 의한 압축 모드의 실현 수법에 대해 설명한다. 도 36에는, 종래의 CDMA 시스템에 있어서의
통상의 모드 및 압축 모드에서의 송신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36에 있어서, 종축은 전력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낸다. 도 36의 예에서는, 통상 전송의 프레임간에, 압축 모드 전송이 삽입되어 있다.
상기 압축 모드시의 전송에서는, 하향 프레임내에 비전송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그 시간은 임의로 설정 가능하다. 상
기 비전송 시간은,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아이들 시간을 가리킨다. 상기와 같이, 압
축 모드 프레임 전송 사이에 아이들 시간이 삽입되는 것으로, 슬롯화 전송이 실현된다.
이러한 압축 모드 전송에서는, 아이들 시간과 프레임(압축 모드 프레임) 전송 시간의 시간비에 따라 송신 전력이 증가
되기 때문에, 도 36에 도시한 바와 같이, 통상 전송시의 프레임과 비교하여 압축 모드 프레임쪽이 높은 송신 전력으로
전송된다. 이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의 프레임 전송에 있어서도 전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공보 외에, 문헌예로서, Gustafsson, M. et al: 'Compressed Mode Techniques for Inter-Frequency M
easurements in a Wide-band DS-CDMA System', Proc. of 8th IEEE PIMRC' 97.이 있다. 이 문헌에는, 확산율을
낮추는 경우 이외에, 코딩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경우, 멀티 코드 전송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16 QAM 등의 다비트
전송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축 모드의 실현 수법이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상술한 공보와 같은 종래 예에 있어서는, 1 프레임 단위 또한 1 프레임내에서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때문에,
통상 전송 시와 비교하여 슬롯화 전송시(압축 모드 시)의 배열 시간은 단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인터리브 사이즈가
짧아져서, 수신측에서의 복조 열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상술한 문헌과 같은 종래 예에 있어서는, 압축 모드 전송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리브를 행하는 시간 길이가 짧
아지기 때문에, 페이딩(fading)에 대한 신호 품질의 열화가 커지는 것과, 비전송 시, TPC(송신 전력 제어) 커맨드 비
트가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 TPC를 실현할 수 없는 것에 의한 신호 품질의 열화가 생기는 것이 다음의 과제로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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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술한 공보 및 문헌과 같은 종래 예에 있어서는, 압축 모드 전송을 행하는 경우에 확산율을 낮추는 것이 나타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확산율을 낮추는 것은 부호 길이가 짧은 확산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용 가능
한 확산 부호의 수는 부호 길이의 2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호 길이가 짧은 확산 부호의 수는 대단히 적고, 압축 모드
전송을 실시하기 위해 귀중한 확산 부호 자원을 소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예에 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터리브, 송신 전력
제어, 확산 부호 할당 방법 등에 대하여 압축 모드에 의한 신호 품질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및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
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 또는 압축된 해당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인터리브 수단과,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이전 또는 행해진 이후의 프레임을 압축하고, 또한, 압축
된 프레임을,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이전이면 인터리브 수단에 간헐적으로 출력하며, 인터리브가 행해진 이후이면 수
신측의 장치에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 의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 동작
및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에 의한 압축/간헐 송신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 대하여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
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터리브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브 대상으
로 하는 프레임의 수에 대응하는 메모리 사이즈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브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의 수에 대응하는 사이즈의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레임의 수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전송 에러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 또는 압축된 해당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인터리브 수단과,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이전 또는 행해진 이후의 프레임을 압축하고, 또한, 그
압축된 프레임을,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이전이면 인터리브 수단에 간헐적으로 출력하며, 인터리브가 행해진 이후이면
수신측의 장치에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 의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 동
작 및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에 의한 압축/간헐 송신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
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에 대하여,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상기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간헐 송신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리브 구성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
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인터리브 수단
에 대하여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
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복수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상기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슬롯으로 구성되고, 또한,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며, 그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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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 하여, 상기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
기 때문에,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송신 전
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N 슬롯 단위를 다른 주파수 캐리어
성분의 관측 시간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N 슬롯 단위를 다른 주파수 캐리어 강도의 관측 시간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
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 캐리어 강도를 확실하게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본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신 데이터열
의 단위인 프레임, 또는 압축된 해당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인터리브 수단을 더 갖고,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 대하여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
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
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전송 에러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 또는 압축된 해당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인터리브 수단과,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이전 또는 행해진 이후의 프레임을 압축하며, 또
한, 그 압축된 프레임을,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이전이면 인터리브 수단에 간헐적으로 출력하고, 인터리브가 행해진 이
후이면 수신측의 장치에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 의한 비트 단위의 인터
리브 동작 및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에 의한 압축/간헐 송신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어 수
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지기 전의 복수의 프레임, 또는 행해
진 이후의 복수의 프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멀티 코드 다중에 의해 압축하도록,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
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복수의 프
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부호 분할 다중하여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
서도 통상 모드와 같은 구성으로 같은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인터리브 수단
에 대하여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 의해 통상 모드보다 긴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멀티 코드 전송한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을 교체하여 인터리브를 행하면, 멀티 코
드 전송한 복수의 프레임이 동일한 장소에서 에러 가 있는 상태를 분산할 수 있고, 에러 정정 부호화에 의한 정정 능
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멀티 코드
다중의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의 수에 대응하는 메모리 사이즈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멀티 코드 다중의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의 수에 대응하는 사이즈의 메모리를 사용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 시에 결락 없이 확실하게 멀티 코드 다중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그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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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송신 전력을 사용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의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
송 속도로 간헐적으로,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을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통상 모드 시와 같은 송신 전력을 사용하여 통상 모드 시의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
송 속도로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파수 핸드 오버 중, 동일 주파수의 다른 사용자
에 대한 간섭 전력량이 저감되고, 이에 의해, 간섭을 억제한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 또는 압축된 해당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인터리브 수단을 더 갖고, 상기 제
어 수단은,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인터리브 수단에 대하여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
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에 대하여,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상기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간헐 송신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리브 구성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
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에 대하여,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 하고, 상기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
기 때문에,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송신 전
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송신 전력을 1회
당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상기 압축 모드 시에 크게 되도록, 상기 통상 모드
와 압축 모드에 각각 최적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상기 기억 수단을 참조하여, 통신
상대기로부터 수신된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 드 시 각각에 따른 송
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한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통상 모드 시보다 1회당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가 커지도록 통신 상대기에 대한 송
신 전력을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는, 간헐 송신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이 넓어지더
라도, 송신 전력의 제어 범위를 확대하여 송신 전력에 고정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의 송
신 전력 제어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슬롯으로 구성되고, 또한, 송
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며, 그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압
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고, 상기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상기 압축/
간헐 송신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
기 때문에,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송신 전력을 1회
당 제어 하는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취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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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의 중에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큰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포함하여, 상기 통상 모드
와 압축 모드에 각각 최적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기억 수단과, 상기 기억 수단을 참조하여, 통신
상대기로부터 수신된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따라, 또
한, 상기 압축 모드시에는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한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통상 모드 시,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대응하여, 또한, 압축 모드 시에는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
격에 대응하여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 통신 상대기에 대한 송신 전력을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는, 간헐 송신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이 변동하더라도, 적절하게 최적의 송신 전력의 제
어 범위를 채용하여 송신 전력에 고정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상기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슬롯으로 구성되고, 또한, 송
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며, 그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압
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상기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 으로 송신하도록, 상기 압축/
간헐 송신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
기 때문에,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송신 전
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상기 통상 모드,
상기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원하는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서비스 가능한 사용자의 수분의 송신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사용자의 수분의 송신 데이터를 가산하여 송신하는 송신부와, 상기 송신부에 접속되며,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송신부에 의한 송신 데이터 생성 동작을 제어하는 압축 모드 제어부를 구비하고, 상기 압축 모드 제어부는,
상기 송신부에서 사용자별로 압축된 압축 모드 프레임간의 임의의 조합 중에서 전송 시간의 합계가 1 프레임내에 있
는 조합을 추출하는 프레임 조합 수단과, 상기 프레임 조합 수단에서 추출된 조합을 전송하는 복수의 채널에 동일한
확산 부호를 할당하는 확산 부호 할당 수단과, 상기 송신부에 대하여, 상기 확산 부호 할당 수단에서 할당된 동일한 확
산 부호를 사용하여, 1 프레임 시간내에서 시간적으로 중첩하지 않도록, 상기 프레임 조합 수단에서 추출된 조합을 구
성하는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제어하는 송신 타이밍 제어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제어부에 있어서, 송신부에서 사용자별로 압축된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간의 임의의
조합의 중에서 전송 시간의 합계가 1 프레임내에 있는 조합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조합을 전송하는 복수의 채널에 동
일한 확산 부호를 할당하며, 송신부에 대하여, 상기 확산 부호 할당 수단에서 할당된 동일한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1
프레임 시간내에서 시간적으로 중첩하지 않도록, 추출된 조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 프레임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 압축 모드에서 사용하는 확산율이 낮은 확산 부
호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에 확산 부호 자원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수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수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고,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수신하는 압축/간헐 수신 수단과, 상기 압축 모드 기간중의 비전송 시간에, 다른
주파수 캐리어에 있어서의, 모든 기지국에 있어서 공통 또한 시간 계속적으로 송신되는 제 1 서치 코드와, 상기 제 1
서치 코드와 동일 타이밍으로 송신 또한 복수의 수치 패턴에 의해 인식 가능한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하고, 그 서치 코
드를 소정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서치 코드 검출 판정 수단과, 상기 간헐 수신 시에 상기 압축/간헐 수신 수단을 선택
하며, 상기 비전송 시간에 상기 서치 코드 검출 판정 수단을 선택하고, 쌍방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서치 코드 검출 판정 수단에서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에 기초하여, 상기
다른 주파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서치 코드 검출 판정 수단에서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에 기초하여, 다른 주파
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W-CDMA/W-CDMA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행할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상기 비전송
시간에, 적어도 1개의 제 1 서치 코드를 검출하기 위한 제어를 행하고, 그 후, 상기 비전송 시간을 소정 슬롯 단위로
시프팅하는 처리를 반복하며, 복수 프레임을 사용하여 모든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를 검출하기 위한 제어를 행하고,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다른 주파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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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하면,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비전송 시간에, 적어도 1개의 제 1 서치 코드를 검출하고, 그 후, 상기
비전송 시간을 소정 슬롯 단위로 시프팅하는 처리를 반복하며, 복수 프레임을 사용하여 모든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를
검출하고,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 패턴에 기초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W-CDMA/W-CDMA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복수 프레임간에 걸쳐서 비전송 시간을 배치 가능하게 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 프레임간에 걸쳐서 비전송 시간을 배치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 2 서치 코드를 복수회 검
출 가능하게 되어, 검출 코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치 코드의 검출 시에, 소정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서치
코드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재차, 해당 장소의 서치 코드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서치 코드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차, 해당 장소의 서치 코드를 검
출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정보에 기초하여 동기를 확립할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수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수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수신하는 압축/간헐 수신 수단과, 상기 압축 모드 기간 중의 비전송 시간에, 다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제 1 정보와, 동기를 성취하기 위한 제 2 정보를 검출하며, 그 제 1 및 제 2
정보를 소정의 기준으로 판정하는 정보 검출 판정 수단과, 상기 간헐 수신 시에 상기 압축/간헐 수신 수단을 선택하고
, 상기 비전송 시간에 상기 정보 검출 판정 수단을 선택하며, 쌍방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
어 수단은, 상기 정보 검출 판정 수단에서 검출되는 제 1 정보 및 제 2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다른 통신 시스 템과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정보 검출 판정 수단에서 검출되는 제 1 정보 및 제 2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통신 시스템과의 동기
를 확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상기 시스템간 핸드 오버를 행할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어 수단은,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상기 비전송
시간에, 상기 제 1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제어를 행하고, 그 후, 상기 검출된 제 1 정보로부터 구하게 되는 이미 알고
있는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비전송 시간을 설정하여, 상기 제 2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제어를 행하며, 검출되는 제
1 정보 및 제 2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다른 통신 시스템과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비전송 시간에, 제 1 정보를 검출하고, 그 후, 검출된 제 1 정보로부터
구해진 이미 알고 있는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비전송 시간을 설정하며, 제 2 정보를 검출하여, 검출되는 제 1 정보
및 제 2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통신 시스템과의 동기를 확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상기 시스템간
핸드 오버를 행할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제 1
공정에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프레임을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
리브를 행하고,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프레임을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
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
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출력하는 제 1 공정과, 해당 압축된 복수의 프레임에 걸쳐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출력하고, 해당 압축된 복
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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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
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 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전송 에러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제 1 공정과, 압축 모
드 시에, 상기 제 1 공정에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프레임을 압축하고,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상기 통상 모
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프레임을 압축하여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
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
다.
다음의 본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
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
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해당 압축된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제 1
공정과, 해당 압축되어 인터리브된 프레임을 상기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 고, 해당 압축된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며, 해당 압축되어 인터리브된 프레임을 상기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
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복수의 슬롯으로 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제 1 공정에서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프레임을 복수의 슬롯으로 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공정
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고, 이에 의해
,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제 1 공정에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복수의 프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멀티 코드 다
중에 의해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복수의 프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멀티
코드 다중에 의해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같은 구성
으로 같은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멀티 코드 다중에 의해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출력하는 제 1 공정과, 해
당 압축된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멀티 코드 다중에 의해 압축하고, 간
헐적으로 출력하고, 해당 압축된 프레임에 대하여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
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같은 구성으로 같은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
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 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시에,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제 1 공정에서 압축된 프레임을 상기 통상 모드 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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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송신 전력을 사용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의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송 속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되는 프레임을 통상 모드 시와 같은 송신 전력을 사용하여 통상 모드 시의 전
송 속도보다 낮은 전송 속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파수 핸드 오버 중, 동일 주파수의 다른 사용
자로의 간섭 전력량이 저감되고, 이에 의해, 간섭을 억제한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통신 상대기로부
터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신하는 제 1 공정과, 송신 전력을 1 회당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상기 압축 모드 시에 크게 되도록, 상기 통상 모드와 압축 모드에 각각 최적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대응시킨 테이블을 미리 준비하고,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제 1 공정에서 수신한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대응하는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제 2 공정과, 상기 제
2 공정에서 결정한 송신 전력에 따라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하여 송신을 행하는 제 2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송신 전력을 1회당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하여 통상 모드 시보다 압축 모드 시에 크게
되도록, 통상 모드와 압축 모드에 각각 최적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대응시킨 테이블을 참조하여, 통신 상대기로부
터 수신한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통상 모드 시,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대응하는 송신 전력을 결정하고
, 압축 모드 시에, 통상 모드 시보다 1회당의 송신 전력이 커지도록 송신을 행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
에서는, 간헐 송신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이 넓어지더라도, 송신 전력의 제어 범위를 확대하여 송신 전
력에 고정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통신 상대기로부
터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신하는 제 1 공정과, 송신 전력을 1회 당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취하고, 상기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 중에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큰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포함하여, 상기 통상 모드와 압축 모드에 각각 최적의 송신 전력 제어 단
위를 대응시킨 테이블을 미리 준비해 두고,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제 1 공정에서 수신한 송신 전력을 나타내
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대응하여, 또한, 상기 압축 모드 시에는 송 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에 대응하여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제 2 공정과, 상기 제 2 공정에서 결정한 송신 전력에 따라 통
신 상대기에 대하여 송신을 행하는 제 3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송신 전력을 1회당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하여, 통상 모드 시보다 복수 종류의 송신 전
력 제어 단위를 잡아,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 중에 통상 모드 시보다 큰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포함하여, 통
상 모드와 압축 모드에 각각 최적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대응시킨 테이블을 참조하여, 통신 상대기로부터 수신한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에 기초하여, 통상 모드 시,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대응하여, 또한, 압축 모드 시에는 송신 전
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에 대응하여 송신 전력을 결정하고, 그 송신 전력에 따라 송신을 행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
에, 압축 모드에서는, 간헐 송신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이 변동하더라도, 적절하게 최적의 송신 전력의
제어 범위를 채용하여 송신 전력에 고정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오
차를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압축 모드 전송을
행하는 복수의 전송 채널에 있어서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는 제 1 공정과, 상기 제 1 공정에서 사용
자별로 압축된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간의 임의의 조합 중에서 전송 시간의 합계가 1 프레임 전송 시간내에 있는
조합을 추출하는 제 2 공정과, 상기 제 2 공정에서 추출된 조합을 구성하는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한
복수의 채널에 동일한 확산 부호를 할당하는 제 3 공정과, 상기 제 3 공정에서 할당된 동일한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상기 제 2 공정에서 추출된 조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압축 모드 프레임을 1 프레임 시간내에서 시간적으로 중첩하지
않도록 송신하는 제 4 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압축 모드 전송을 행하는 복수의 전송 채널에 있어서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사용자별로 그 압축된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간의 임의의 조합 중에서 전송 시간의 합계가 1 프레임 전송 시간내에
있는 조합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조합을 구성하는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한 복수의 채널에 동일한
확산 부호를 할당하여 그 할당된 동일한 확산 부호를 사용하며, 추출된 조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압축 모드 프레임을 1
프레임 시간내에서 시간적으로 중첩하지 않도록 송신하는 공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 사용하는 확산율
이 낮은 확산 부호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에 확산 부호 자원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 11 -

공개특허 특2003-0076707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수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수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상기 비전송 시간에, 적어도 1개의 제 1 서치 코드를 검출하는 제 1 서치 코드 검출 단계와, 그 후, 상기 비
전송 시간을 소정 슬롯 단위로 시프팅하는 처리를 반복하고, 복수 프레임을 사용하여 모든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를
검출하는 제 2 서치 코드 검출 단계를 포함하여,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 패턴에 기초하여,
상기 다른 주파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비전송 시간에, 적어도 1개의 제 1 서치 코드를 검출하고, 그 후, 상기
비전송 시간을 소정 슬롯 단위로 시프팅하는 처리를 반복하며, 복수 프레임을 사용하여 모든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를
검출하여, 검출되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 패턴에 기초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와의 동기를 확립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W-CDMA/W-CDMA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행할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복수 프레임간에 걸쳐 비전송 시간을 배치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 프레임간에 걸쳐서 비전송 시간을 배치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 2 서치 코드를 복수회 검
출 가능하게 되어, 검출 코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치 코드의 검출시, 소정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서치 코
드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재차, 해당 장소의 서치 코드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소정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서치 코드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 재차, 해당 장소의 서치 코드를 검
출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정보에 기초하여 동기를 확립할 수 있다.
다음의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는,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수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수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며,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상기 비전송 시간에,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제 1 정보를 검출하는 제 1 정보 검출 단계와, 그 후, 상기 검출된
제 1 정보로부터 구해진 이미 알고 있는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비전송 시간을 설정하고, 동기를 성취하기 위한 제
2 정보를 검출하는 제 2 정보 검출 단계를 포함하며, 검출되는 제 1 정보 및 제 2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다른 통신 시
스템과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에 의해,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1 프레임의 최대 1/2 시간의 비전송 시간에, 제 1 정보를 검출하고, 그 후, 검출된 제 1 정보로부터
구해진 이미 알고 있는 타이밍에 기초하여, 상기 비전송 시간을 설정하며, 제 2 정보를 검출하여, 검출되는 제 1 정보
및 제 2 정보에 기초하여, 다른 통신 시스템과의 동기를 확립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상기 시스템간
핸드 오버를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CDMA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의한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
도이다. CDMA 시스템은, 송신기(1A) 및 수신기(2A)로 구성되고, 기지국, 이동국 각각에 설치된다. 기지국과 각각의
이동국은, CDMA 통신 방식에 의해 무선 통신이 행해진다.
송신기(1A)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11A),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프레임화/확산기(14
A), 무선 주파수 송신기(1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11A)는 주로, 수신기(2A)와의 교섭(negotiations)을 통하여
인터리버(13), 프레임화/확산기(14A)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11A)는 수신기(2
A)와의 교섭으로 통상 모드(비압축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적합한 인터리버 대상을 프레임의 수로 지시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11A)는 프레임화/확산기(14A)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에, 확산율의 저감과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신하
기 위한 송신 타이밍을 지시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11A)는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
신할 때에 평균 송신 전력의 증가를 지시한다.
에러 정정 부호화기(12)는 송신 데이터열을 에러 정정 부호화 하여 부호화 데이터를 얻는다. 인터리버(13)는 예를 들
면 페이딩에 의해 송신 신호의 연속하는 비트가 전송 시에 없어진 경우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부호화 데이터에 대하여 비트 단위로 시간적 순서의 인터리브(interleave)를 행한다.
상기 인터리버(13)는 2 프레임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고, 제어기(11A)로부터 인터리브 대상
으로서 프레임의 수 '1'이 지시된 경우에는 통상 모드에 의한 1 프레임의 인터리브를 행하고, 한편, 프레임의 수 '2'가
지시된 경우에는 압축 모드에 의한 2 프레임에 걸치는 인터리브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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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화/확산기(14A)는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사용자마다의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광대역으로 확산하
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프레임을 형성한다. 상기 프레임화/확산기(14A)는, 제어기(11A)로부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송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송신 타이밍으로 프레임을 무선국기 수송신기(15)로 송출한다.
또한, 상기 프레임화/확산기(14A)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11A)로부터 확산율의 저감이 지시되고, 그 지시에 따라
통상 모드보다 낮은 확산율을 이용하여, 송신 신호를 얻는다.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는 프레임화/확산기(14A)에서
얻어진 송신 신호를 무선 주파수로 변환하여 송신한다. 상기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는, 제어기(11A)의 제어에 따라
통상 모드 시와 비교하여 압축 모드 시의 평균 송신 전력을 증가하여 송신 신호를 출력한다.
수신기(2A)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21A),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디프레임화/역확
산기(24A), 무선 주파수 수신기(2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21A)는, 주로, 송신 교섭을 통하여 디인터리버(23)
및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A)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기(21A)는, 송신기(1A)와의 교섭으로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적합한 디인터리버대상을 프레임의 수로 지시한다. 또한, 제어기(21A)는,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A)에 대하
여, 압축 모드 시에, 확산율의 저감과 압축 모드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타이밍을 지시한다.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는 도시하지 않는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A)
는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해당 수신기(2A)의 사용자에게 할당된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역확산하고, 각각
의 모드에 대응하는 프레임을 형성한다.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A)는 제어기(21A)로부 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수신
타이밍이 지시되면 , 그 수신 타이밍으로 수신 신호를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로부터 넣는다. 또한, 상기 프레임화/역
확산기(24A)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21A)에서 확산율의 저감이 지시되고, 그 지시에 따라 통상 모드보다 낮은 확
산율을 사용하여 수신 신호를 얻는다.
디인터리버(23)는 송신기(1A)에서의 인터리브와는 반대의 순서로, 부호화 데이터에 대하여 비트 단위로 시간적 순서
의 인터리브(디인터리브)를 행한다. 디인터리버(23)는, 상술한 인터리버(13)와 마찬가지로 2 프레임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고, 제어기(21A)로부터 디인터리브 대상으로서 프레임의 수 '1'이 지시된 경우에는 통
상 모드에 의한 1 프레임의 디인터리브를 행하고, 한편, 프레임의 수 '2'가 지시된 경우에는 압축 모드에 의한 2 프레
임에 걸쳐서 디인터리브를 행한다. 에러 정정 복호화기(22)는, 디인터리브된 신호를 에러 정정 복호화 하여 복호화 데
이터 즉 수신 데이터열을 얻는다.
다음은, 인터리버(13) 및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실시예 1에 따른 인터리버의 메모리 배분을
설명하는 도면이고, 도 2a는 통상 모드 시의 사용 면적을 나타내며, 도 2b는 압축 모드 시의 사용 면적을 나타내고 있
다. 도 2에는, 인터리버(13)에 설치된 메모리(131A)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디인터리버(23)도, 인터리버(13)와 같은
메모리 사이즈를 갖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예 1에서는, 압축 모드 시에, 2 프레임에 걸쳐 인터리브를 행
하기 때문에, 2 프레임분의 인터리브 사이즈에 대응하여 2 프레임분의 메모리 사이즈가 인터리버(13), 디인터리버(23
) 각각에 설정된다.
인터리브에서는, 통상 모드 시에(도 2a 참조), 메모리(131A) 중, 1 프레임(절반)만이 사용되고, 그 1 프레임내에서 인
터리브가 행해진다. 이것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도 2b 참조), 메모리(131A) 중, 2 프레임(전부) 모두가 사용되
고, 그 2 프레임내에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또한, 디인터리버(23)에 있어서도, 인터리브와 같이, 모드에 따라 메모
리의 사용 면적이 변경된다.
다음은, 압축 모드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실시예 1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
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3에 있어서, F는 프레임을 도시한다. CDMA 시스템에서는, 통상 전송 시에는,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간헐적으로 송
신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의 비전송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가 측정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슬롯화된 프레임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만,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압축된 프레임을 송신하는 시
간은 통상 전송 시의 절반으로 된다. 상기의 경우에, 통상 전송 시와 동일하게 인터리브를 행하고 있어서는, 인터리브
시간이 반정도 밖에 얻어지지 않고, 충분한 인터리브 효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부족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신기(1A) 및 수신기(2A)에서는, 각각 압축 모드에 있어서,
인터리버(13), 디인터리브(23) 각각의 메모리의 사용 면적을 배로 하고, 2 프레임에 걸쳐 인터리브를 행하도록 한다.
또한, 압축 모드 시에 필요한 인터리브 시간은, 1 프레임의 사이즈와 압축 모드 프레 임과의 비로부터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다음은, 송신기(1A)에 의한 송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통상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5는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 및 도 5의 동작은 제어기(11A)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
는 것이며,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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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모드에서는(도 4 참조), 프레임의 수 '1'이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101), 인터리버(13)에서는 1
프레임에 의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1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102), 프레임화/확산기(14A
)에 대하여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103). 이렇게 하여, 통상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연속하여 송신된다.
또한, 압축 모드에서는(도 5 참조), 복수 프레임 즉 프레임의 수 '2'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111),
인터리버(13)에서는 2 프레임에 걸쳐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1 프레임의 절반 즉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112), 프레임화/확산기(14A)에 대하여 확산율의 저감과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11
3). 더욱이,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평균 송신 전력의 증가가 지시되고(단계 S114), 압축 모드 프레임에 대
해서는 높은 송신 전력으로 프레임 전송이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다음은, 수신기(2A)에 의한 수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6은 통상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7은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 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6 및 도 7의 동작은 제어기(21A)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
는 것이며,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통상 모드에서는(도 6 참조), 시간이 1 프레임 타이밍
에 도달하면(단계 S121),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A) 에 대하여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122). 그리고, 프레임
의 수 '1'이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123), 디인터리버(23)에서는 1 프레임에 의한 디인터리브가 행
해진다. 이렇게 하여, 통상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연속하여 수신된다.
또한, 압축 모드에서는(도 7 참조), 시간이 1 프레임의 절반 즉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131), 디
프레임화/역확산기(24A)에 대하여 확산율의 저감과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132). 그리고, 복수 프레임 즉 프
레임의 수 '2'가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133), 디인터리버(23)에서는 2 프레임에 걸쳐 디인터리브
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수신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1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의 프레임에
대응하는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
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압축 모드 시에 인터리브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 수에 따른 사이즈의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도의 프레임 수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에서는, 압축 모드 시의 인터리브 및 디인터리브를 위해서 메모리를 증강하여 인터리브 사이
즈에 대응하는 적절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에 설명하
는 실시예 2와 같이, 메모리의 증강 없이,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적절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
을 확보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 2는 전체 구성을 상술한 실시예 1과 동일하므로, 이하의 설명에서는, 구
성 및 동작에 대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또한, 구성상의 부호에 대해서는, 동일 구성에 대해서는 같은
부호를 붙인다.
여기서는 주요한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 2에 의한 CDMA 시스템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 2의 CDMA 시스템에 있어서, 상술한 실시예 1과의 상이 부분은, 송신기의 인터리버(13)가 갖
는 메모리(131B)의 사이즈가 1 프레임 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시하지 않지만, 수신기의 디인터리버(23)가 갖는 메
모리의 사이즈도 인터리버(13)에 맞추어서 1 프레임 분으로 된다.
다음은, 압축 모드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는 본 실시예 2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
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CDMA
시스템에서는, 통상 전송 시에, 프레임을 슬롯화 하여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중의 비전송 시
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가 측 정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슬롯화된 프레임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 전송 시와 동일하게 인터리브를 행하고 있어서는, 인터리브 시간이 충분히 얻어지지 않아, 충분한 인터리브 효
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압축 프레임의 송신 시간을 분할하여 한쪽을 프레임의 선두에 할당하고, 다른 쪽을 같은 프레임의 말미에 할
당하고, 원하는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한다. 수신기에서는, 상기 작업이 반대로 된다. 또한, 압축 모드 시에 필요
한 인터리브 시간은,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1 프레임의 사이즈와 압축 모드 프레임의 비로부터 용이하게 구
할 수 있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압축 모드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10은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
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11은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송신기에 의한 압축 모드에서는(도 1
0 참조), 1 프레임에서의 인터리브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며(단계 S201), 인터리버(13)에서는 1 프레임으
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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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1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 어느 한쪽의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202), 프레임화/확산기(14A)에 대하
여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203). 더욱이,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평균 송신 전력의 증가가 지시되
고(단계 S204), 압축 모드 프레임에 대해서는 높은 송신 전력으로 프레임 전송이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한편, 수신기에 의한 압축 모드에서는(도 11 참조), 시간이 1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어느 한쪽의 타이밍에 도달하면
(단계 S211),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A) 에 대하여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212). 그리고, 1 프레임 분의 신호
를 수신한 후에, 1 프레임에 의한 디인터리브가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213), 디인터리버(23)에서
는 1 프레임으로 디인터리브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수신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2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가 행해진 프레임을 압축하여 통
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간헐 송신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리브 구성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2에서도, 도 2에 도시한 메모리 사이즈를 준비하고,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친 비트 단위
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의 경우에도,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
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에서는, 압축 모드 시의 인터리브 및 디인터리브를 위해서 메모리를 증강하여 인터리브 사이
즈에 따른 적절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3과 같이, 메모리의 증강 없이, 상술한 실시예 2와는 다른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방법으로 적절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본 실 시예 3은 전체 구성이 상술한 실시예 2와 동일하므로, 이하의 설명
에서는, 동작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우선, 압축 모드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2는 본 실시예 3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도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CDM
A 시스템에서는, 통상 전송 시에,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의 비전송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가 측정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슬롯화된 프레임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 전송 시와 같이 인터리브를 행하고 있어서는, 인터리브 시간이 충분히 얻어지지 않고, 충분한 인터리브 효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압축 프레임의 송신 시간을 복수 슬롯마다 분할하고, 비전송 시간(측정용 아이들 시간)을 송신 전력 제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억제하며, 원하는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한다. 수신기에서는, 상기 작업이 반대로 된다.
또한, 압축 모드 시에 필요한 인터리브 시간은,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1 프레임의 사이즈와 압축 모드 프레
임과의 비로부터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단위가 되는 슬롯 수 N(N은 자연수)은, 다른 주파수 캐리어 강도의 관측 시간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N=1의 경우에는 1 슬롯마다, N=2의 경우에는 2 슬롯마다, N=4의 경
우에는 4 슬롯마다로 된다. 여기서, N=1, 2, 4는 일 예이고, 이것 이외의 슬롯 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여 둔
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는, 압축 모드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13은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
명하는 흐름도이고, 도 14는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송신기에 의한 압축 모드에서는(도 1
3 참조), 1 프레임에서의 인터리브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301), 인터리버(13)에서는 1 프레임으
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단위가 되는 N 슬롯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302), 프레임화/확산기(14A)에
대해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303). 더욱이,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평균 송신 전력의 증가가 지시
되고(단계 S304), 압축 모드 프레임에 대해서는 높은 송신 전력으로 프레임 전송이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한편, 수신기에 의한 압축 모드에서는(도 14 참조), 시간이 N 슬롯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311), 디프레임화/역확
산기(24A)에 대하여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312). 그리고, 1 프레임 분의 신호를 수신한 후에, 1 프레임에 의
한 디인터리브가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313), 디인터리버(23)에서는 1 프레임으로 디인터리브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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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3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는,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N 슬롯마다의 온/오프 제어를 행하는 것으로,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
하다.
특히, N 슬롯 단위를 다른 주파수 캐리어 강도의 관측 시간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 캐리어 강도를 확실하게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3에서도, 도 2에 도시한 메모리 사이즈를 준비하여,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친 비트 단위
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의 경우에도,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
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전송 에러를 보
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3에서는, 통상 모드와 압축 모드의 프레임 타이밍을 변경하도록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4와 같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으로 간
헐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우선, CDMA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 4에 의한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
도이다. CDMA 시스템은, 송신기(1B) 및 수신기(2B)로 구성되고, 기지국, 이동국 각각에 설치된다. 기지국과 각각의
이동국은, CDMA 통신 방식에 의해 무선 통신이 행해진다.
송신기(1B)는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11B), 에러 정정 부호화 기(12), 인터리버(13), 프레임화/확산기(
14B), 무선 주파수 송신기(1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11B)는 주로, 수신기(2B)와의 교섭을 통하여 인터리버(1
3), 프레임화/확산기(14B)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11B)는 프레임화/확산기(14B
)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에, 멀티 코드 다중 대상의 복수 프레임에 대한 멀티 코드 전송과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신하
기 위한 송신 타이밍을 지시한다.
또한,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는, 상술한 실시예 1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
명을 생략한다. 단, 인터리버(13)에 대해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
다.
프레임화/확산기(14B)는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사용자마다의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광대역으로 확산하
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프레임을 형성한다. 프레임화/확산기(14B)는 제어기(11B)로부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송신
타이밍이 지시되면, 그 송신 타이밍으로 프레임을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로 송출한다. 또한, 상기 프레임화/확산기(1
4B)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11B)로부터 멀티 코드 전송을 지시되면, 그 지시에 따라 인터리브 이후의 2 프레임 분
의 멀티 코드 다중을 행한다.
상기 프레임화/확산기(14B)는 2 프레임 분의 멀티 코드 다중화를 행하기 위해서, 1 프레임 분의 메모리를 갖고 있다.
즉, 인터리버(13)와 프레임화/확산기(14B)에 각각 1 프레임 분의 메모리가 설정되고, 합계 2 프레임 분의 메모리 사
이즈에 의해 2 프레임 분의 멀티 코드 다중화를 실현할 수 있다.
수신기(2B)는 도 1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21B),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디프레임화/역확
산기(24B), 무선 주파수 수신기(2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21B)는 주로, 송신기(1B)와의 교섭을 통하여 디인터
리버(23) 및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21B)는,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에 대하
여, 압축 모드 시에, 멀티 코드 전송과 압축 모드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타이밍을 지시한다.
또한,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및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는, 상술한 실시예 1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단, 디인터리버(23)에 대해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는 상술한 프레임화/역확산기(14B)와 마찬가지로 디프레임화를 위해 1 프레임 분의 메모
리를 구비하는다. 상기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는 제어기(21B)에서 각각의 모드에 따른 수신 타이밍이 지시되면,
그 수신 타이밍으로 수신 신호를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로부터 집어넣는다. 또한, 상기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21B)로부터 멀티 코드 전송이 지시되면, 그 지시에 따라, 역확산후의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분리하고, 순차 프레임을 디인터리버(23)로 출력한다.
다음은, 프레임화/확산기(14B) 및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의 주요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본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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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 의한 프레임화/확산기(14B)의 메모리 배분을 설명하는 도면이고, 상기 도 16a는 통상 모드 시의 사용 면적을 도
시하고, 상기 도 16b는 압축 모드 시의 사용 면적을 도시하고 있다. 도 16에는, 프레임화/확산기(14B)에 설치된 메모
리(141A)가 도시되어 있다. 또한,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도, 프레임화/확산기(14B)와 같은 메모리 사이즈를 갖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예 4에서는, 압축 모드 시에, 2 프레임에 걸쳐 멀티 코드 다중을 행하므로, 2 프레임 분의 멀티 코드 다중화 사
이즈에 대응하여 1 프레임 분의 메모리 사이즈가 프레임화/확산기(14B) 및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 각각에 설정
된다. 실제로는, 인터리버(13), 디인터리버(23)의 각각의 1 프레임 분의 메모리에 의해 2 프레임 분의 프레임화, 디프
레임화를 실현할 수 있다.
통상 모드 시에는(도 16a 참조), 멀티 코드 다중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141A)는 사용되지 않고, 인터리버(13)
에서 인터리브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프레임화 등이 행해진다. 이것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는(도 16b 참조), 멀티코드
다중화를 위해, 2 프레임 분의 메모리 사이즈가 필요하게 되고, 인터리버(13)의 메모리와 동시에 프레임화/확산기(14
B)의 메모리(141A)가 사용된다. 또한,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B)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드에 대응하여 메모리의 사
용 가부가 변경된다.
다음은, 압축 모드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본 실시예 4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
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7도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도 17에 있어서, F는 프레임을 도시한다. CDMA 시스템에서는, 통상 전송 시 에,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간헐적으
로 송신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의 비전송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가 측정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슬롯화된 프레임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만, 종래 방식에서는, 압축된 프레임을 송신하는 시간은 통상
전송 시의 절반으로 된다. 상기의 경우, 통상 전송 시와 같이 인터리브를 행하고 있어서는, 인터리브 대상 시간이 절반
정도밖에 얻어지지 않아, 충분한 인터리브 효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같은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신기(1B)에서는, 압축 모드 시
에, 인터리브를 통상 모드와 동일한 사이즈로 행하고, 프레임 타이밍으로 복수의 프레임에 대하여 멀티 코드 다중화
한다. 예를 들면, 도 17의 예에서는, 통상 전송(통상 모드)시에, 프레임(#1, #2)의 순으로 인터리브후의 프레임 전송이
행해지며, 그 후, 슬롯화 전송(압축 모드)시로 되면, 개별로 인터리브된 프레임(#3 및 #4)을 정리하여 멀티 코드 다중
화한 압축 프레임이 전송된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상 모드에 의한 송수신은 종래 방식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우선, 송신
기(1B)에 의한 송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8은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8의 동
작은, 제어기(11B)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며,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축 모드에
서는, 1 프레임에 의한 인터리브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401), 인터리버(13)에서는 1 프레임으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멀티 코드 전송을 위해 임의로 주어진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402), 프레임화/확산기(14B)
에 대하여 멀티 코드 전송과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403). 이에 의해, 프레임화/확산기(14B)에서는, 2 프레임
에 의한 멀티 코드 다중화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다음은, 수신기(2B)에 의한 수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9는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9의 동작은 제어기(21B)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며,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
축 모드에서는, 시간이 상술의 멀티 코드 전송을 위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411), 디프레임화/역확산기(2
4B)에 대하여 멀티 코드 다중화된 수신 데이터의 프레임 분리와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412).
그리고, 분리된 각각의 프레임에 의한 디인터리브가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413), 디인터리버(23)
에서는 1 프레임으로 디인터리브가 행해진다. 상기와 같이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수
신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4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트 단위의 인
터리브가 행해진 복수의 프레임을 임의의 프레임 타이밍으로 부호 분할 다중화하여 압축하고,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같은 구성으로 같은 적정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압축 모드 프레임마다의 온/오프 제어를 행하는 것으로,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
이 가능하 다.
또한, 압축 모드 시에 멀티 코드 다중의 대상으로 하는 프레임 수에 대응하는 사이즈의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 시에 결핍 없이 확실하게 멀티 코드 다중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 17 -

공개특허 특2003-0076707
또한, 본 실시예 4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치는 비트 단위의 인터
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의 경우에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의 메모리를 증강하여 압축 모드에 의해
통상 모드보다 긴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멀티 코드 전송한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을 교체하여 인터리브를 행하면, 멀티 코드 전
송한 복수의 프레임이 동일한 장소에서 에러가 있는 상태를 분산할 수 있고, 에러 정정 부호화에 의한 정정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4에서는, 압축 모드에 있어서 정보의 결핍 없이 프레임 전송하기 위해서 송신 전력을
높이도록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5와 같이, 송신 전력량에 의한 다른
사용자 채널로의 간섭을 고려하여 송신 전력량을 결정하도록 하여도 좋다.
우선, CDMA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예 5에 의한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
도이다. CDMA 시스템은 송신기(1C) 및 수신기(2C)로 구성되고, 기지국, 이동국 각각에 설치된다. 기지국과 각각의
이동국은, CDMA 통신 방식에 의해 무선 통신이 행해진다.
송신기(1C)는 도 20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11C),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프레임화/확산기
(14C), 무선 주파수 송신기(1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11C)는 주로, 수신기(2C)와의 교섭을 통하여 인터리버(1
3), 프레임화/확산기(14C)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기(11C)는 프레임화/확산기(14C)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에, 정보 속도의 저하와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송신 타이밍을 지시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11C)는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압축 모드에서도 송신 전력을 높이는 지시를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4와는 상이하다.
또한,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는, 상술한 실시예 1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단, 인터리버(13)에 대해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프레임화/확산기(14C)는,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사용자마다의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광대역으로 확산하
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프레임을 형성한다. 상기 프레임화/확산기(14C)는, 제어기(11C)에서 각각의 모드에 따른 송
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송신 타이밍에서 프레임을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로 송출한다. 또한, 상기 프레임화/확산
기(14C)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11C)로부터 정보 속도의 저하를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 불충분한 인터리브 이
후의 프레임을 압축하여 압축 모드 프레임을 형성한다.
수신기(2C)는, 도 2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21C),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디프레임화/역
확산기(24C), 무선 주파수 수신기(2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21C)는 주로, 송신기(1C)와의 교섭을 통하여 디인
터리버(23) 및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C)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21C)는,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C)에 대
하여, 압축 모드 시에, 정보 속도의 저하와 압축 모드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타이밍을 지시한다.
또한,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및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는, 상술한 실시예 1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단, 디인터리버(23)에 대해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C)는 제어기(21C)로부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수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수신 타이밍으로
수신 신호를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로부터 집어넣는다. 또한, 상기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C)는 압축 모드 시에, 제
어기(21C)로부터 정보 속도의 저하를 지시하면, 그 지시에 따라 정보 속도를 떨어뜨려 디프레임화 및 역확산을 행하
고, 순차 프레임을 디인터리버(23)로 출력한다.
다음은, 압축 모드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1은 본 실시예 5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
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1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CDM
A 시스템에서는, 통상 전송 시에,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중의 비전송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가 측정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슬롯화된 프레임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만,
종래 방식에서는, 압축된 프레임을 송신할 때의 송신 전력은 증가된다. 상기의 경우 다른 사용자 채널로의 간섭 전력
량이 증가하여, 전송 열화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도 21과 같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같은 송신 전력을 확보하고, 그 만큼, 정보 속도가 저하되고, 인
터리브된 송신 프레임을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에 걸쳐 전송하면, 간섭을 억제한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상 모드에 의한 송수신은 종래 방식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우선,
송신기(1C)에 의한 송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2는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2
의 동작은 제어기(11C)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고,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축 모
드에서는, 1 프레임에 의한 인터리브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501), 인터리버(13)에서는 1 프레임
으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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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502), 프레임화/확산기(14C)에 대하여 정보 속도의 저하
와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503). 이에 의해, 압축 모드 타이밍으로 정보 속도를 떨어뜨린 전송이 행해진다. 이
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다음은, 수신기(2C)에 의한 수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3은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3의 동작은 제어기(21C)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고,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
축 모드에서는, 시간이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511),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C)에 대하여 정보
속도의 저하와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512).
그리고, 1 프레임에 의한 디인터리브가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 단계 S513), 디인터리버(23)에서는 1 프
레임으로 디인터리브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수신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5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통상 모드와 같은 송신 전력을 사용하여 통상 모드 시
의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송 속도로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파수 핸드 오버 중, 동
일 주파수의 다른 사용자로의 간섭 전력량이 저감된다. 이에 의해, 간섭을 억제한 주파수간 핸드 오버를 실현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5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2와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간헐 송신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간단한 인터리
브 구성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5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3과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
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5에서는, 1 프레임에 대해서 인터리브를 행하도록 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6과 같이, 복 수 프레임에 걸쳐 인터리브를 행하여 인터리브 시간의 단축을 방지하도록 하
여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 6은 상술한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인터리버의 메모리 사이즈를 증강하는 점을 제외하면
상술한 실시예 5와 전체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하에, 동작상의 다른 점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래서, 압축 모드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4는 본 실시예 6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임 전송
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4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상술
한 실시예 5와의 차이점은, 도 2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인터리브를 복수의 프레임 즉 압축 모드 프레임이 1/2 프레
임이면 2 프레임에 걸쳐 행하는 점에 있다. 이에 의해, 인터리브 시간의 단축화에 의한 복조 열화를 억제할 수 있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통상 모드에 의한 송수신은 종래 방식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우선, 본 실
시예 6의 송신기에 의한 송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5는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5의 동작은, 제어기(11C)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으로,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축
모드에서는 2 프레임에 걸친 인터리브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601), 인터리버(13)에서는 2 프레
임으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그리고, 시간이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602), 프레임화/확산기(14C)에 대하여 정보 속도의 저하
와 송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603). 이에 의해, 압축 모드 타이밍으로 정보 속도를 떨어뜨린 전송이 행해진다. 이
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다음은, 본 실시예 6의 수신기에 의한 수신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6은 압축 모드 시의 수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26의 동작은 제어기(21C)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고,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축 모드에서는, 시간이 압축 모드 프레임 타이밍에 도달하면(단계 S611),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C)에
대하여 정보 속도의 저하와 수신 타이밍이 지시된다(단계 S612).
그리고, 2 프레임에 걸친 디인터리브가 디인터리버(23)에 대하여 지시되고(단계 S613), 디인터리버(23)에서는 2 프
레임에 걸쳐 디인터리브가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수신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6에 의하면, 상술한 실시예 5에 있어서,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프레임에 걸친 비
트 단위의 인터리브를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전송 에러를 보다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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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시예 6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2와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통상 모드 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 배치에 따라 간헐 송신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간단한 인터리
브 구성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 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6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3과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 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
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6에서는, 압축 모드 시의 전송 열화의 방지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7과 같이, 송신 전력 제어에 대해서 송신 전력 제어량에 다양성을 가지
게 하여도 좋다.
우선, CDMA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7은 본 발명의 실시예 7에 의한 CDMA 시스템을 도시하는 블록
도이다. CDMA 시스템은, 송신기(1D) 및 수신기(2D)로 구성되고, 기지국, 이동국 각각에 설치된다. 기지국과 각각의
이동국은, CDMA 통신 방식에 의해 무선 통신이 행해진다.
송신기(1D)는, 도 27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11D),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프레임화/확산
기(14D), 무선 주파수 송신기(1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11D)는, 주로, 수신기(2D)와의 교섭을 통하여 인터리
버(13), 프레임화/확산기(14D)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11D)는 프레임화/확산기(
14D)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에 송신 타이밍 등의 압축 프레임 정보를 공급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11D)는, 수신기(2
D)로부터 상향 링크 로 받아들이는 수신 전력 정보 및 TPC 비트 정보에 기초하여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송신 전력의 증감을 지시한다
또한,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및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는, 상술한 실시예 1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단, 인터리버(13)에 대해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는 제어기(11D)의 송신 전력 증감 지시에 따라 송신 전력을 증감하여 송신 신호를 출력한
다.
프레임화/확산기(14D)는 통상 모드 및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사용자마다의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광대역으로 확산
하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프레임을 형성하거나, 제어기(11D)로부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송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송신 타이밍으로 프레임을 무선 주파수 송신기(15)로 송출하는 등의 동작을 담당하고 있다.
수신기(2D)는 도 2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21D),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디프레임화/역확
산기(24D), 무선 주파수 수신기(25)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21D)는, 주로, 송신기(1D)와의 교섭을 통하여 디인
터리버(23) 및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D)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21D)는,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D)에 대
하여, 압축 모드 시에 압축 모드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타이밍 등의 압축 프레임 정보를 공급한다.
또한,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및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는, 상술한 실시예 1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단, 디인터리버(23)에 대해 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는 수신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 그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정보(수신 전력 정보)를 제어
기(21D)로 통지한다.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D)는 제어기(21D)에서 각각의 모드에 따른 수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수신 타이밍으로 수
신 신호를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로부터 집어 넣는다. 또한, 상기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D)는, 압축 모드 시에, 제
어기(21C)에서 압축 프레임 정보를 받아들여 디프레임화 및 역확산을 행하고, 순차 프레임을 디인터리버(23)로 출력
한다. 또한, 상기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D)는 수신 신호로부터 TPC 비트를 검출하여 제어기(21D)에 통지한다.
다음은, TPC 비트와 송신 전력 제어량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8은 실시예 7에 의한 송신 전력 제어 심벌과
송신 전력 제어량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28에 도시한 테이블은 송신기(1D)의 제어기(11D), 수신기(2D)의
제어기(21D)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 송신 전력 제어 심벌인 TPC 비트는, 1비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상태는 1(
온)과 0(오프)의 2개이다. 우선, 통상 모드에서는, 1(온) 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OdB(데시벨)가 주
어지고, 0(오프) 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1.0dB가 주어진다. 즉, 통상 모드에서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
는 1dB가 된다.
한편, 압축 모드에서는, 1(온) 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3.0dB(데시벨)이 주어지고, 0(오프)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3.0dB가 주어진다. 즉, 압축 모드에서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는 3 dB가 된다. 상기와 같이,
압축 모드가 통상 모드보다 절대치가 큰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압축 모드에 있어서의 아이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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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송 시간)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추종 성능이 저하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 7에서는, 송신 전력 제어 기능에 다른 실시예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신
전력 제어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29는 실시예 7에 의한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여기서 설명하는 송신기(1D)와 수신기(2D) 사이의 송신 전력 제어는, 상향 링크에 대한 송신 전력 제어이다.
송신기(1D)에는, 수신기(2D)에서 TPC 비트 및 수신기(2D)측에서의 수신 전력 정보가 송신되어 온다. 송신기(1D)에
있어서 TPC 비트 및 수신 전력 정보가 수신되면(단계 S701), 이들 수신 정보에 기초하여 송신 전력 증감 정보가 결정
된다(단계 S702). 그리고,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그 결정된 송신 전력에서의 송신이 제어된다(단계 S703)
.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TPC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송신 전력을 증가하는 지시를 위해, 상술한 도 28의 테이블로부
터 +3dB의 송신 전력 제어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는, 현재 송신 전력을 3dB 증가하여 송신
을 행하도록 지시가 주어진다. 한편, TPC 비트가 0인 경우에는, 송신 전력을 감소하는 지시를 위해, 상술한 도 28의
테이블로부터 13dB의 송신 전력 제어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는, 현재 송신 전력을 3dB 감소
하여 송신을 행하도록 지시가 주어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7에 의하면, 압축 모드 시에, 통상 모드 시보다 1회당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가 증
가되도록 송신 전력을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서는, 간헐 송신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
이 넓어지더라도, 송신 전력의 제어 범위를 확대하여 송신 전력에 고정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작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7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3과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 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
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해,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
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7에서는, TPC 비트의 상태를 증가와 감소의 2종류에 한정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
지 않으며,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8과 같이, 송신 전력 제어에 대하여 모드마다 송신 전력 제어량에 다양성을 가지
게 하여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 8은 전체 구성을 상술한 실시예 7과 동일하기 때문에, 도시 및 그 설명을 생략하고,
상이한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도 27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TPC 비트와 송신 전력 제어량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0은 실시예 8에 의한 송신 전력 제어 심벌과 송
신 전력 제어량의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도 30에 도시한 테이블은 송신기(1D)의 제어기(11D)와 수신기(2D)의
제어기(21D)에 의해 공통으로 보유된다.
본 실시예 8에서는, 송신 전력 제어 심벌인 TPC 비트는, 2 비트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그 상태는 일 예로서 4종류(1
1B; B는 2진을 나타낸다), 10B, 01B, 00B)로 나누어진다. 송신 전력의 증가를 나타내는 TPC 비트의 상태는 11B 및
10B의 2종류이고, 송신 전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TPC 비트의 상태는 01B 및 00B의 2종류이다.
통상 모드의 경우에는, 상술한 실시예 7과 같이, 온과 오프의 2종류만으로 된다. 단, TPC 비트가 2 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은 11B, 오프는 00B로 된다. TPC 비트는, 11B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을 +1dB로 하고, 00B일 때에 송
신 전력 제어량을 11dB라고 하고 있다. 압축 모드의 경우에도, 상술한 실시예 7과 같이, TPC 비트가 11B일 때에 통
상 모드가 취할 수 있는 송신 전력 제어량에 대하여 3배의 +3dB로 하며, TPC 비트가 0OB일 때에 통상 모드가 취할
수 있는 송신 전력 제어량에 대하여 3배의 13dB로 하고 있다. 본 실시예 8에서는, 압축 모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송신 전력 제어량에 4종류의 다양성이 주어지고, TPC 비트가 10B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을 +1dB로 하여, 01B의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을 -1dB로 하고 있다.
우선, 통상 모드에서는, TPC 비트가 11B 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0dB(데시벨)이 주어지고, 00B 상
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0dB가 주어진다. 즉, 통상 모드에서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는 1dB가 된다. 또
한, 통상 모드에서는, 1OB 상태나 O1 B 상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현상의 송신 전력이 유지되게 한다.
한편, 압축 모드에서는, TPC 비트가 11B 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3.0dB(데시벨)이 주어지고, 00B 상
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3.0dB가 주어진다. 즉, TPC 비트가 11B나 00B의 경우에는 압축 모드에서의 송
신 전력 제어 단위는 3dB가 된다.
또한, 압축 모드에서는, TPC 비트가 10B 상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0dB(데시벨)이 주어지고, 01B 상
태일 때에 송신 전력 제어량으로서 -1.0dB가 주어진다. 즉, TPC 비트가 10B나 O1B의 경우에는 압축 모드에서의 송
신 전력 제어 단위는 1dB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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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압축 모드에 대해서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다양성을 가지게 한 이유는, 압축 모드에 있어서의 아이들
시간(비전송 시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미묘한 송신 전력 제어의 추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 8에서는, 송신 전력 제어 기능에 다른 실시예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신
전력 제어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31은 실시예 8에 의한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
다. 여기서 설명하는 송신기(1D)와 수신기(2D)간의 송신 전력 제어는, 상향 링크에 대한 송신 전력 제어이다.
송신기(1D)에는, 수신기(2D)에서 TPC 비트 및 수신기(2D) 측에서의 수신 전력 정보가 송신되어 온다. 송신기(1D)에
있어서 TPC 비트 및 수신 전력 정보가 수신되면(단계 S801), TPC 비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판정된다(단계 S802).
그리고, 도 30의 테이블이 참조되고, 단계 S802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하는 송신 전력 증감 정보가 결정된다(단계 S8
03). 그리고,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 대하여 그 결정된 송신 전력에서의 송신이 제어된다(단계 S804).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TPC 비트가 11B인 경우에는, 송신 전력을 증가하는 지시를 위해, 상술한 도 30의 테이블
로부터 +3dB의 송신 전력 제어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는, 현재 송신 전력을 3dB 증가하여
송신을 행하도록 지시가 주어진다. 한편, TPC 비트가 00B인 경우에는, 송신 전력을 감소하는 지시를 위해, 상술한 도
30의 테이블로부터 13dB의 송신 전력 제어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는, 현재 송신 전력을 3dB
감소하여 송신을 행하도록 지시가 주어진다.
또한, TPC 비트가 10B의 경우에는, 송신 전력을 증가하는 지시를 위해, 상술한 도 30의 테이블로부터 +1dB의 송신
전력 제어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는, 현재 송신 전력을 1dB 증가하여 송신을 행하도록 지시
가 주어진다. 한편, TPC 비트가 O1B의 경우에는, 송신 전력을 감소하는 지시를 위해서, 상술한 도 30의 테이블로부
터 -1dB의 송신 전력 제어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선 주파수 송신기(15)에는, 현재 송신 전력을 1dB 감소하여 송신을
행하도록 지시가 주어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8에 의하면, 통상 모드 시 및 압축 모드 시 각각에 따라, 또한, 압축 모드 시에는 송
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 송신 전력을 제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압축 모드에
서 는, 간헐 송신에 의해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이 변동하여 열게 되더라도, 적절하게 최적의 송신 전력의 제어
범위를 채용하여 송신 전력에 고정되는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작
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술한 실시예 7보다 TPC 비트의 수가 증가하고, 상술한 실시예 7보다 송신 전력은 커지지만, 원래부터 압축
모드 시의 송신 전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전력에 TPC 비트의 전송에 걸리는 송신 전력이 흡수된다. 이 때문에, 그 전송
에러율은 거의 제어 성능에 영향주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3과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 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
격으로 수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8에서는, 압축 모드에 있어서의 전송 포맷의 구성을 인터리브 성능 및 송신 전력 제어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에 설명하는 실시예 9와 같이, 사용
하는 확산 부호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전송 포맷을 결정하여도 좋다.
우선, 본 실시예 9의 CDMA 시스템을 적용한 기지국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동국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
서는 생략한다. 도 32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의한 기지국의 일 구성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상기 기지국은, 도
3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송신기의 군(100), 가산기(11O), 무선 주파수 송신기(120), 상기 송신기의 군(100)에 접속
되고, 압축 모드 시의 송신제어를 행하는 압축 모드 제어기(200) 등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기지국과 도시하
지 않는 각각의 이동국간에서는, CDMA 통신방식에 의해 무선 통신이 행해진다.
송신기의 군(100)은 서비스 가능한 사용자의 수에 대응하여 사용자별로 송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복수의 송신기
(#1 내지 #M; M은 자연수)로 구성된다. 각각의 송신기(#1 내지 #M)는, 모두 같은 구성을 갖고 있고, 송신기(#1)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송신기(#1)는, 도 3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11E),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
), 프레임화/확산기(14E), 송신 전력 제어 앰프(16)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제어기(11E)는, 주로, 압축 모드 제어기(200)와의 교섭을 통하여 인터리버(13), 프레임화/확산기(14E) 및 송신 전력
제어 앰프(16)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11E)는, 프레임화/확산기(14E)에 대하여, 압축 모드 시에,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한 송신 타이밍과,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상보다 확산율이 낮은 확산
부호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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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러 정정 부호화기(12), 인터리버(13)는 상술한 실시예 1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단, 인터리버(13)에
대해서는, 1 프레임 분의 인터리브를 행하기 위한 메모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프레임화/확산기(14E)는,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확산율이 다른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광대역으로 확산하
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프레임을 형성한 다. 상기 프레임화/확산기(14E)는, 제어기(11E)로부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송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송신 타이밍으로 프레임을 송신 전력 제어 앰프(16)로 송출한다. 또한, 상기 프레임화/확
산기(14E)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11E)로부터 확산율의 저감을 지시되고, 그 지시에 따라 통상 모드보다 낮은 확
산율을 사용하여 송신 신호를 얻는다.
송신 전력 제어 앰프(16)는 프레임화/확산기(14E)에서 얻어진 송신 신호를, 제어기(11E)의 제어에 따라 통상 모드 시
와 비교하여 압축 모드 시의 평균 송신 전력을 증폭하여 출력한다. 또한, 송신기(#1 내지 #M)에서, 압축 모드송신의
채용 여부는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또한, 압축 모드 시의 압축의 비율도 개개의 송신기(#1 내지 #M)에서 독립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상기 송신 전력 제어 앰프(16)는 개개의 송신기(#1 내지 #M)에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가산기(110)는, 송신기의 군(100)을 구성하는 각각의 송신기(#1 내지 #M)로부터 출력되는 송신 신호를 가산하여 후
단의 무선 주파수 송신기(120)로 출력한다. 무선 주파수 송신기(120)는, 가산기(110)에서 얻어진 신호 출력을 무선
주파수로 변환하여 송신한다. 또한, 무선 주파수 송신기(120)는 각각의 기지국에 1대씩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압축 모드 제어기(200)는, 도 3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압축 모드 관리기(201), 프레임 조합 제어기(202), 확산 부호
할당 제어기(203), 송신 타이밍제어기(204) 등을 구비하고 있다. 압축 모드 관리기(201)는 송신기의 군(100)을 구성
하는 각각의 송신기의 압축 모드의 관리와, 압축 모드에 관한 제어 데이터의 입출력을 행한다.
프레임 조합 제어기(202)는, 압축 모드 전송을 행하고 있는 송신기에 있어서의,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시간 정보를
압축 모드 관리기(201)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송신 시간 정보에 따라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 중에 합계 전송 시간이
1 프레임 시간 이내가 되는 조합을 검색한다.
확산 부호 할당 제어기(203)는, 압축 모드 전송을 행하고 있는 송신기에 대하여 압축 모드 프레임의 확산에 사용되는
확산 부호의 할당을 행한다. 송신 타이밍 제어기(204)는, 압축 모드 시에, 압축 모드 프레임을 송신하는 타이밍을 제
어한다.
다음은, 압축 모드 프레임을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3은 본 실시예 9에 의한 하향 링크의 프레
임 전송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3에 있어서, 종축은 전송 속도/송신 전력을 나타내고, 횡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
다. CDMA 시스템에서는, 통상 전송 시에, 프레임을 슬롯화 하여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중의
비전송 시간(아이들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강도가 측정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슬롯화된 프레임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만, 종래 방식에서는, 압축된 프레임을 송신할 때의 확산율은
낮아진다. 상기의 경우에, 보다 수가 적은 확산율이 낮은 확산 부호를 압축 모드 전송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마다 할당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귀중한 확산 부호 자원을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도 33과 같이, 예를 들면 도 32의 기지국과 이동국(M1, M2)의 압축 모드 전송시, 복수의 사용자가 생성하고
있는 압축 모드 프레임 중에서, 전송 합계 시간이 1 프레임 시간내에 있는 조합을 만들어, 그것들에 동일한 확산율이
낮은 확산 부호를 할당하고, 1 프레임 시간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타이밍에 의한 송수신을 행하면, 복수의 이동국에서
1개의 확산 부호를 공유할 수 있다. 즉, 이동국 M1, M2에 대한 하향 링크로서는, 통상 모드(통상 전송)시, 이동국(M1,
M2)에는 각각 다른 확산 부호(A, B)가 고정으로 할당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압축 모드(슬롯화 전송)시에는, 이동국(M1, M2) 각각에 동일한 확산 부호(C)가 할당되고, 이동국(M1,
M2)에는, 서로 동일 확산 부호(C)를 사용한 전송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대의 아이들 시간(T2, T1)일 때에 압축
모드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도록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이 제어된다.
다음은,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각각의 송신기(#1 내지 #M)에 있어서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14E)에 의한 동
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4는 본 발명의 실시예 9에 의한 압축 모드 시의 송신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4
의 동작은 제어기(11E)의 제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며,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압축 모
드에서는, 1 프레임에 의한 인터리브가 인터리버(13)에 대하여 지시되며(단계 S901), 인터리버(13)에서는 1 프레임
으로 인터리브가 행해진다. 그리고, 압축 모드 프레임에 관한 정보가 압축 모드 제어기(200)로 출력된다(단계 S902).
그리고, 압축 모드 제어기(200)와의 사이에서 교섭이 행해지고, 압축 모드 제어기(200)가 지시하는 확산율(확산 부호
) 및 압축 모드 프레임의 송신 타이밍을 프레임화/확산기(14A)에 대하여 부여한다(단계 S903). 더욱이, 송신 전력 제
어 앰프(16)에 대하여 평균 송신 전력의 증가가 지시되며(단계 S904), 압축 모드 프레임에 대해서는 높은 송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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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레임 전송이 행해진다. 이렇게 하여, 압축 모드 시에는, 프레임이 간헐적(불연속)으로 송신된다.
계속하여, 압축 모드 제어기(200)에 의한 압축 모드 시의 제어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5는 본 실시예 9에 의한
압축 모드 제어 동작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35의 동작은 압축 모드 관리기(201)에 의해 제어되고, 개개의 동작에
대해서는 압축 모드 제어기(200)내의 각각의 부분에서 행해진다. 도 35에서는, 각각의 송신기(#1 내지 #M)와의 통신
을 통하여 압축 모드에 관한 정보가 수집된다.
그래서, 우선, 각각의 채널이 압축 모드인지 여부의 조사가 행해진다(단계 S911). 그리고, 압축 모드 중의 채널이 복
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단계(S912)), 각각의 압축 모드 중의 채널에 있어서의 압축 모드 프레임의 전
송 시간이 조사된다(단계 S913). 한편, 단계(S912)에 있어서, 압축 모드 중의 채널이 복수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처
리는 재차 단계(S911)로 되돌아간다.
단계 S913에 있어서 전송 시간의 조사가 행해지면, 각각의 압축 모드중의 채널로부터 추출된 압축 모드 프레임의 전
송 시간에 대해서, 임의의 조합으로 전송 시간이 합산된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의 합계 시간 중에, 1 프레임 시간내에
있는 조합이 존재하는지 판단된다(단계 S914).
그 결과, 1 프레임 시간내에 있는 조합이 존재한 경우에는, 그 조합의 압축 모드 프레임 전송용에, 그 조합에 들어가
있는 압축 모드 프레임의 각각의 채널(송 신기)에 대하여, 동일한 확산 부호와 서로 다른 송신 타이밍이 할당된다(단
계 S915). 한편, 1 프레임 시간내에 있는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확산 부호에 의한 복수 채널의 송신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처리는 다시 단계(S911)로 되돌아간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 9에 의하면, 압축 모드 제어기(200)에 있어서, 송신기의 군(100)에서 사용자별로
압축된 복수의 압축 모드 프레임간의 임의의 조합 중에서 전송 시간의 합계가 1 프레임내에 있는 조합을 추출하여, 그
추출된 조합을 전송하는 복수의 채널에 동일한 확산 부호를 할당하고, 송신기의 군(100)에 대하여, 동일한 확산 부호
를 사용하여 1 프레임 시간내에서 시간적으로 중첩하지 않도록, 상기 추출된 조합을 구성하는 각각의 압축 모드 프레
임의 송신 타이밍을 제어한다. 이에 의해, 압축 모드 프레임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 압축 모드에서 사용하는 확산율이
낮은 확산 부호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압축 모드 시에 확산 부호 자원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본 실시예 9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2와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통상 모드와 동일한 프레임 타이
밍의 전후에 나누어 배치하고, 그 배치 타이밍을 복수의 사용자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프팅하고 간헐 송신을 행하
도록 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간단한 인터리브 구성에 의해 압축 모드에서도 통상 모드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인
터리브 대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비트 단위의 인터리브에 의한 성능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실시예 9에서도, 상술한 실시예 3과 같이, 압축 모드 시에,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각각을 N 슬롯 단위
로 간헐적으로 송신하여도 좋고, 이것에 의하면, 하향 링크로 송신되는 송신 전력 제어 비트를 비교적 단시간 간격으
로 수신할 수 있다. 그 결과, 송신 전력 제어 오차를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의 설명에서는,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9의 특징 부분의 조합예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그 밖의 조합도
실현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예 1 내지 9에 의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주지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고, 이
들을 본 발명의 범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술한 실시예 1 내지 9에서는, 프레임을 슬롯화하여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의 비
전송 시간, 즉, 아이들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전력 강도를 측정한다는 것을 기술하였지만, 실제의 다
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에 있어서의, 이동국의 기지국으로의 동기 확립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장치 및 그 동기 확립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선, 다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에 대하여 기술하는 전제로서, 기지국 및 이동국간에서 송수신되는 정보의 구성에 대
하여 설명한다.
도 37은 방송 채널(BCH)의 프레임 구성을 도시한다. W-CDMA 시스템에 있어서, 그 방송 채널의 1 프레임은, 도 37
a와 같이, 16 슬롯으로 구성되고, 예를 들면, 도면중의 #1로부터 #16이 그것에 대응한다. 또한, 1 슬롯은, 도 37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0 심벌(확산 부호의 1주기를 도시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은, 도면 중에 'P'로 기술되는
4 심벌이 위상 정보를 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럿(pilot) 심벌이고, 도면 중에 'D1 내지 D5'로 기술되는 5 심벌이
방송 채널의 정보 성분이며, 도면 중에 'FSC(제 1 서치 코드를 나타낸다)'와 'SSC(제 2 서치 코드를 나타낸다)'로 기
술되는 1 심벌이 서치 코드이다. 또한, 제 1 서치 코드와 제 2 서치 코드는, 동일 타이밍으로 송신되어 있다.

- 24 -

공개특허 특2003-0076707
또한, W-CDMA 시스템에서는, 확산 부호에 의해 스펙트럼 확산이 행해지고 있고, 그 확산 부호는, 채널에 의해 고유
의 확산 코드(쇼트 코드)와, 각각의 기지국에 고유의 스크램블링 코드(롱 코드)의 2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도 37c
, 도 37d 참조). 또한, 파일럿 심벌(P)과 정보 성분(D1 내지 D5)에는, 동일 확산 코드가 사용되고, 서치 코드에는, 각
각 다른 확산 코드(도면에서 COMMON, C+Walsh)가 사용된다. 또한, 서치 코드만은, 스크램블링 코드에 의해 확산
되지 않는다.
다음은, 상기 전제(그 방송 채널 프레임 구성)를 기초하여, W-CDMA 시스템에 있어서의 기지국과 이동국의 통상의
동기 확립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W-CDMA 시스템에서는, 셀간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즉, 프레임 타이밍 등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W-CDMA 시스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3단 초기 포착법에 의해 이동국과 기지국과의 동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선, 제 1 단계에서는, 모든 기지국에서 공통으로, 또한 시간 계속적으로 송신되고 있는 상기 제 1 서치 코드(FSC: F
irst Search Code)를 검출한다. 이에 의해, 슬롯 동기를 확립할 수 있다.
다음, 제 2 단계에서는, 제 1 서치 코드와 동일 타이밍으로 송신되고, 또한, 복수인 제 2 서치 코드(SSC: Second Sea
rch Code)를 16 슬롯 연속으로 검출하며, 그것을 송신 순으로 판정한다. 이에 의해, 프레임 동기를 확립할 수 있고,
더욱이, 스크램블링 코드의 군 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도 38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각의 제 2 서치 코드를 16 슬롯 연속으로 검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검출된 제 2 서치 코드로부터, #1로부터 #
16의 1 주기로부터 프레임 동기를 잡을 수 있고, 더욱이, 예를 들면, 도 39에 도시하는 바와 같은 대응표에 기초하여,
스크램블링 코드의 군 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 또한, 횡축의 Slot#는 슬롯 번호를 나타내고, 종축의 Group은 스크램
블링 코드의 군 번호를 나타낸다. 또한, 제 2 서치 코드는, 17종류의 코드(1 내지 17)이고, 16 슬롯의 조합으로부터
한결같이 스크램블링 코드의 군 번호, 즉, 이동국이 어떤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지국에 속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대응표에 기재된 제 2 서치 코드의 수치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 예이고,
어떤 수치의 패턴을 인식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외의 수치라도 좋다.
마지막으로, 제 3 단계에서는, 상기 스크램블링의 군 번호 중에 포함되는 복수의 스크램블링 코드 중, 어떤 코드가 사
용되고 있는지를 특정하여, 대응하는 기지국의 하향 회선의 동기 확립을 완료한다.
도 40은, 상기 동기 확립 순서를 실제로 이동국 측에서 행하는 경우의 흐름도를 기술한 것이다. 이하, 도 37에 기초하
여 이동국의 동작을 설명한다.
우선, 이동국에서는, 상기 제 1 단계에 대응하는 처리로서, 제 1 서치 코드의 검출을 행한다(단계 S921). 상기 검출에
대해서는, 제 1 서치 코드가 검출될 때 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단계 S922).
제 1 서치 코드가 검출되면(단계 S922, YES), 이동국에서는, 슬롯 동기가 얻어지고, 더 계속하여, 상기 제 2 단계인 1
6개의 제 2 서치 코드의 검출처리를 행한다(단계 S923). 여기서, 이동국에서, 전파상태 등에 의해 검출할 수 없는 제
2 서치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단계 S924, NO), 미검출의 장소의 수를 카운트하고(단계 S925), 미리 설정하여 둔 소
정의 수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정하며(단계 S926),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는, 제 2 서치 코드의 재검출을 행하고(단
계 S923), 한편, 적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검출을 행한다(단계 S927, 단계 S928).
이렇게 하여, 모든 제 2 서치 코드가 검출되면(단계 S924, YES, 단계 S928, YES), 이동국 내부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레임 동기가 확립되고, 스크램블링 코드의 군의 번호가 특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동국에서는, 상기 제 3 단계에서, 대응하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특정하고(단계 S9
31, 단계 S932, YES), 초기 동기의 확립을 완료한다. 이에 의해, 통신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정한 스크램블링 코드의
상관치 계산에 있어서(단계 S933), 전부가 소정의 기준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단계 S934, YES), 제 2 서치 코드의
재검출을 실시하고(단계 S923), 그 이외는(단계 S934, NO), 단계 S931의 처리가 완료할 때까지, 스크램블링 코드의
재특정을 행한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종래의 기술에서 설명한 핸드 오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파수간에서 핸드 오
버를 행하는 경우는, 기지국으로부터의 명 령 또는 이동국에 의한 판단으로, 다른 캐리어의 전력 측정을 행하고, 실제
로 주파수 핸드 오버를 할 수 있는 캐리어가 있으면, 소정의 순서로 핸드 오버를 행한다. 그 때, 제 1 서치 코드에 대해
서는, 상기 실시예 1 내지 9에 제시하는 아이들 시간내에서 반드시, 즉, 적어도 1회는 검출 가능하다. 그러나, 제 2 서
치 코드에 대해서는, 1 프레임, 즉 16 슬롯 전부를 서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서는 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마
찬가지로, 스크램블링 코드의 군의 번호도 검출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최대 1 프레임의 1/2의 아이들 시간을, 조금씩 시프팅하는 것에 의해, 모든 제 2 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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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검출 가능하게 하는 통신 장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41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0의 수신기의 구성을 도시한다. 또한, 상기 구성은, 이동국에 구비되는 구성으로 한
다.
도 41에 있어서, 수신기(2E)는, 제어기(21E), 에러 정정 복호화기(22), 디인터리버(23),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E),
무선 주파수 수신기(25), 타이밍 역확산기(51), 검출 판정기(52), 스위치(53)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실
시예와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설명을 생략한다.
제어기(21E)는 주로, 도시는 하지 않고 있는 송신기와의 교섭을 통하여 디인터리버(23),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E)
및 스위치(53)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21E)는, 송신기와의 교섭으로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적합한 디
인터리버 대상을 프레임의 수로 지시한다. 또한, 상기 제어기(21E)는, 압축 모드 시에, 스위치(53), 디프레임화/역확
산기(2E), 및 타이밍/역확산기(51)에 대하여, 확산율의 저감과 압축 모드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 타이밍을 지
시한다. 즉, 아이들 시간일 때만, 스위치(53)와 타이밍/역확산기(51)가 접속되도록 제어된다.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는, 도시하지 않는 안테나로부터 보내져오는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
E)는, 통상 모드, 압축 모드 각각에 따라 해당 수신기(2E)의 사용자에게 할당된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역확산하고, 각
각의 모드에 따른 프레임을 형성한다. 상기 디프레임화/역확산기(24E)는, 제어기(21E)로부터 각각의 모드에 따른 수
신 타이밍을 지시하면, 그 수신 타이밍으로 수신 신호를 무선 주파수 수신기(25)로부터 집어넣는다. 또한, 상기 디프
레임화/역확산기(24E)는, 압축 모드 시에, 제어기(21E)에서 확산율의 저감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통상 모드보
다 낮은 확산율을 사용하여 수신 신호를 얻는다. 디인터리버(23)는, 송신기에서의 인터리브와는 반대의 순서로, 부호
화 데이터에 대하여 비트 단위로 시간적 순서의 인터리브(디인터리브)를 행한다. 에러 정정 복호화기(22)는 디인터리
브된 신호를 에러 정정 복호화 하여 복호화 데이터 즉 수신 데이터열을 얻는다.
또한, 타이밍/역확산기(51)는 상기 아이들 시간 중에, 다른 캐리어의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한다.
검출 판정기(52)는 상기 검출한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에 기초하여 후술하는 판정 처리를 행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되는 수신기(2E)에서는, 도 4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통상, 통신중의 캐리어(주파수: f1)에 있
어서의 압축된 프레임을 수신하고, 아이들 시간 중에, 다른 캐리어(주파수: f2)의 서치 코드를 수신한다.
다음은, 상술한 수신기(2E)에 있어서의 핸드 오버일 때의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3은 W-CDMA/W-CDMA 다
른 주파수간 핸드 오버에 있어서의 동기 확립 순서를 이동국 측에서 행하는 경우의 흐름도이다. 또한, 이후 설명하는
핸드 오버에 대해서는, 상기 검출 판정기(52)의 판정에 기초하여, 제어기(21E)가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우선, 예를 들면, 기지국에서의 명령 또는 이동국의 판단에 의해, 핸드 오버를 행하는 경우, 이동국에서는, 기지국으로
부터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셀 정보를 취득한다(단계 S941).
다음은, 이동국에서는,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단계에 대응하는 처리로서, 상기 압축 모드의 아이들 시간
에, 그 제 1 서치 코드 및 다른 주파수 캐리어의 검출을 행한다(단계 S942). 상기 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1
서치 코드가 검출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하지만(단계 S943), 수신기의 설정에 따라(단계 S944), 셀 정보 또는 제 1
서치 코드를 재검출하는 처리로 되돌아간다. 또한, 아이들 시간 동안은, 스위치(53)가 제어기(21E)의 제어에 의해 타
이밍/역확산기(51)에 접속된다.
제 1 서치 코드 및 다른 주파수 캐리어가 검출되면(단계 S943, YES), 이동국에서는, 슬롯 동기가 얻어지고, 계속하여,
상기 제 2 단계인 16개의 제 2 서치 코드의 검출처리를 행한다(단계 S945). 제 2 서치 코드의 검출은, 예를 들면, 도
4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제어기(21E)가 1 슬롯마다 아이들 시간을 시프팅하도록 제 어하며, 1 프레임에 1개의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한다. 즉, 16 프레임으로 모든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한다.
또한, 제 2 서치 코드의 검출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도 4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1 프
레임으로 2개의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하도록 하여도 좋다. 상기의 경우는, 도 44와는 달리, 8 프레임으로 모든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 가능하다. 또한, 복수 프레임(도시에서는, 2 프레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을 연속하여 제어하는 경
우는, 예를 들면, 도 46, 및 도 4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아이들 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모든 제 2 서치 코드를 검출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시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대가 1 프레임의 1/2시간이면 좋고, 상기
이외라도 다수의 다양성이 고려된다. 따라서, 아이들 시간의 길이에 의해, 검출하는 프레임의 회수도 변화한다. 또한,
모든 제 2 서치 코드를 수회 검출함으로써, 검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단, 아이들 시간을 길게 설정하면, 그것보다 짧을 때와 비교하여, 검출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원래 송신하고 있는
정보 데이터의 품질이 열화하거나, 또는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송신 전력 증대에 의한 간섭 전력의 증가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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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편, 아이들 시간을 짧게 하면, 그것보다 길 때와 비교하여, 정보 데이터의 품질은 열화하지 않지만, 검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수신기 측에서는, 예를 들면, 신시사이저의 성능(신시사이저의 전환 시간 등) 및 전파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아이들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 45 내지 도 47의 각각의 프레임에 있어서의 슬롯의 중
복 부분에 대해서도, 신시사이저의 성능(신시사이저의 전환 시간 등)에 따라 임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단계 S945
의 처리에 있어서, 이동국이 전파 상태 등에 의해 검출할 수 없는 제 2 서치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단계 S924, NO),
미검출의 장소의 수를 카운트하고(단계 S925), 미리 설정하여 둔 소정의 수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정하며(단계 S9
26),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는, 제 2 서치 코드의 재검출을 행하고, 한편, 적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검출을 행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제 2 서치 코드가 검출되면(단계 S924, YES, 단계 S928, YES), 이동국 내부에서는, 다른 캐리어
와의 프레임 동기가 확립되고, 대응하는 기지국의 스크램블링 코드의 군 번호가 특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동국에서는, 상기 제 3 단계로서, 대응하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특정하고(단계 S9
31, 단계 S932, YES), 핸드 오버에 있어서의 초기 동기의 확립을 완료한다. 이에 의해, 통신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
정한 스크램블링 코드의 상관치 계산에 있어서(단계 S933), 전부가 소정의 기준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단계934, YE
S), 제 2 서치 코드의 재검출을 실시하며, 그 이외는(단계 S934, NO), 단계 S931의 처리가 완료할 때까지, 스크램블
링 코드의 재특정을 행한다.
계속해서, 다른 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의 핸드 오버의 동작에 대하여
도면에 따라 설명한다. 또한, k가 핸드 오버에 대해서도, 도 41에 도시하는 수신기(2E)에서 행한다. 따라서 상기의 경
우에, 타이밍/역확산기(51)는, 제 1 서치 코드 및 제 2 서치 코드의 대신에, 후 술하는 FCCH 및 SCH를 검출한다.
도 48은, GSM의 슈퍼 프레임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또한, 도 48a는 GSM의 제어 채널, 즉, 주파수를 맞추기 위
한 FCCH(Frequency Correction CH), 동기를 성취하기 위한 SCH(Synchronisation CH), 그 이외의 제어 정보를 도
시하는 것이고, 도 48b는, GSM의 TCH(Traffic CH)를 도시하는 것이다. 또한, 도 49는, W-CDMA/GSM 간 핸드 오
버에 있어서의 동기 확립 순서를 이동국측에서 행하는 경우의 흐름도이다.
우선, W-CDMA의 이동국에서는, 제 1 단계로서, GSM의 주파수 캐리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캐리어가 발견될 때까지, 반복하여 대략 전력 측정을 행한다(단계 S951, 단계 S952).
다음은, 전력 측정을 완료한 이동국에서는, 제 2 단계로서, 그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 FCCH를 포착하여 측정한 캐리
어 주파수를 미세 조정하고, GSM의 캐리어를 특정한다(단계 S953). 또한, GSM에서는, 51 프레임으로 1 슈퍼 프레
임을 구성하고, 그 중에 5회 FCCH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W-CDMA의 이동국에서는, 상기 5회에서 주파수를 맞
추게 된다(단계 S954, 단계 S955). 또한, FCCH는 도 48a에 도시하는 FCCH/SCH의 슈퍼 프레임 동기와, W-CDMA
시스템에 있어서의 슈퍼 프레임 동기의 고정적인 시간차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아이들 시간을 물리지 않고서 검출
가능하다. 단, FCCH의 검출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한 W-CDMA/WLCDMA 간의 핸드 오버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시
간을 시프팅하도록 하여도 좋다.
마지막으로, GSM의 캐리어 특정 이후에, 이동국에서는, 제 3 단계로서, FCCH 의 인접하는 프레임인 SCH를 포착하
고, 비트 타이밍을 맞춘다(단계 S956, 단계 S957, 단계 S958). 예를 들면, FCCH의 검출이 완료하고 있으면, SCH의
위치는, 이미 알고 있기(인접하는 프레임) 때문에 용이하게 검출 가능하다. 따라서, FCCH의 검출에서는, 슈퍼 프레임
을 전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SCH의 검출에서는, FCCH의 인접하는 프레임이 검출 가능하도록, 아이들 시간을 설
정하고 있으면 좋다. 단, SCH의 검출에 있어서는, 먼저 포착한 FCCH의 직후의 SCH를 포착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
면, 다음의 FCCH의 직후의 SCH를 포착하도록 하여도 좋으며, 어느 SCH를 포착하여도 좋다. 이에 의해, W-CDMA
의 이동국에서는, 핸드 오버에 있어서의 초기동기의 확립을 완료하고, GSM과의 통신이 가능해진다.
상기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용이하게, 다른 주파수간(W-CDMA/W-CDMA간, W-CDMA/GSM 간)의 핸드 오
버를 행할 수 있다.
이상, 실시예 1 내지 10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이들의
실시예에서는, 인터리버에서 부호화 데이터에 대하여 비트 단위로 시간적 순서의 인터리브를 행하고, 그 후, 프레임화
/확산기에서 인터리브된 데이터를 압축한다는 흐름으로 동작이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인터리브, 즉, 인터
리브는,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압축하기 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행하여도 좋고, 예를
들면, 데이터를 압축한 후에 행하는 것으로 하여도 좋다. 따라서, 데이터를 압축한 후에 인터리브를 행하는 경우에는,
에러 정정 부호화기에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며, 프레임화/확산기에서 압축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당 연히, 수신기측의 구성도 변경하게 된다. 즉, 디인터리브 처리가 선행하여 행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스펙트럼 확산 장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시스템에 유용하고, 특히, 인
터리브 전송이나 송신 전력 제어를 행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에 적합하며, 더욱이, 다른 주파수간(W-CDMA/W-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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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간, W-CDMA/GSM 간)의 핸드 오버를 행하는 통신 장치로서 적합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전송 에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터리브, 송신 전력 제어, 확산 부호 할당 방법 등에 대하여 압
축 모드에 의한 신호 품질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및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을 제
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해서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상기 압축 모드 시의 쪽이 커지도록,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설
정하고,
통신 상대기(communication partner apparatus)로부터 송신된 전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의 각각에 따른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서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한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모드 시에, 복수 슬롯으로 구성되고, 또한,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그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고, 상기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청구항 3.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 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해서 상기 압축 모드시에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종류가 많은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취하고, 상기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 중에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큰 송신 전력을 포함하여, 송신 전
력 제어 단위를 설정하고,
통신 상대기로부터 송신된 전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의 각각에 따른 송신 전력 제
어 단위에 따라서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한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모드 시에, 복수의 슬롯으로 구성되고, 또한, 송신 데이터열의 단위인 프레임을 압축하고
, 그 압축된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압축/간헐 송신 수단과,
상기 압축된 프레임을 슬롯화하고, 상기 슬롯화된 프레임을 N(N은 자연수) 슬롯 단위로 간헐적으로 송신하도록, 상기
압축/간헐 송신 수단을 제어하는 제어 수단을 더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청구항 5.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
통신 상대기로부터 송신된 수신 전력 정보를 수신하는 제 1 공정과,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해서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상기 압축 모드 시의 쪽이 커지도록,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설
정하고, 상기 제 1 공정에서 수신한 수신 전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의 각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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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서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제 2 공정과,
상기 제 2 공정에서 결정한 송신 전력에 따라서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하여 송신하는 제 3 공정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

청구항 6.
통상 모드의 경우에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압축 모드의 경우에 압축된 해당 프레임을 간헐적으로 송신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
통신 상대기로부터 송신된 수신 전력 정보를 수신하는 제 1 공정과,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대해서 상기 압축 모드 시에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종류가 많은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를 취하고, 상기 복수 종류의 송신 전력 제어 단위 중에 상기 통상 모드 시보다 큰 송신 전력을 포함하여, 송신 전
력 제어 단위를 설정하고, 상기 제 1 공정에서 수신한 수신 전력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통상 모드 시, 상기 압축 모드
시의 각각에 따른 송신 전력 제어 단위에 따라서, 또한, 상기 압축 모드 시에는 송신 전력 제어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서, 송신 전력을 결정하는 제 2 공정과,
상기 제 2 공정에서 결정한 송신 전력에 따라서 상기 통신 상대기에 대하여 송신을 행하는 제 3 공정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

청구항 7.
압축되지 않은 프레임들 및 전송 갭(transmission gap)을 갖는 압축된 프레임들을 전송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
스템에 적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에 있어서,
통신 상대기로부터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전송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복수의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들(power control step sizes)에 의해 현재 전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서, 상기 압
축되지 않은 프레임들 및 압축된 프레임들 상의 전송 전력을 상기 전송 전력 제어 정보에 따라 제어하는 제어기로서,
상기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는 상기 압축된 프레임의 전송 갭 이후의 기간에 증가되는, 상기 제어기와,
상기 압축되지 않은 프레임들 및 압축된 프레임들을 상기 조정된 전송 전력에 의해 전송하는 송신기로서, 상기 조정
된 전송 전력은 상기 압축되지 않은 프레임들 및 압축된 프레임들에 걸쳐 변화하는, 상기 송신기를 포함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전송 전력 제어 정보가 수신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장치.

청구항 9.
압축되지 않은 프레임들 및 전송 갭을 갖는 압축된 프레임을 전송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펙
트럼 확산 통신 방법에 있어서,
통상 모드를 위한 제 1 전송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와 압축 모드를 위한 제 2 전송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전송 제어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는 상기 제 1 전송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보다 큰, 상
기 선택 단계와,
통신 상대기로부터 수신된 전송 전력 제어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선택된 전송 전력 제어 스텝 사이즈에 의해 전송 전
력을 조정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되지 않은 프레임 및 압축된 프레임을 상기 조정된 전송 전력에 따라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전송 전력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스펙트럼 확
산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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