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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무선통신시스템에서의 기지국 섹터간 핸드오프시 포워드링크 기지국 전력레벨의 동기화

요약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의 전송전력레벨을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로서,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는 각각 셀의 제 1 섹터 및 제 2 섹터와 연관되어 있다. 이동국에 도달하는 통신신호의 수신신호강도는

초기에 결정된다. 그후, 그 수신신호강도에 기초하여, 전력제어값은 이동국으로부터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 송신된다. 제 1 수신전력제어값은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상기 송신된 전력제어값의 수신을 시도함으로써

발생되고,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상기 송신된 전력제어값의 수신을 시도함으로써 발생된다.

공통의 전송전력값은, 제 1 수신전력제어값과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이 동일하지 않을 때 제 1 기지국 송수신기과 제 2 기지

국 송수신기에 대하여 기지국 제어기에서 계산된다. 그후, 통신신호는 공통의 전송전력값에 따라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전력제어값, 기지국 송수신기, 수신전력제어값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1998년 2월 19일에 출원되어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 제 60/075,211를 우선권으로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에 관한 것이며, 더욱 자세하게는,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의 동기된 전력제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코드분할다중접속 (CDMA) 변조기술의 이용은 다수의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몇가지 기술들

중의 하나이다. 시분할다중접속 (TDMA), 주파수분할다중접속 (FDMA), 및 ACSSB (amplitude companded single

sideband) 와 같은 AM 변조방식 등과 같은 타기술들이 알려져 있지만, CDMA 가 이들 타변조기술들에 비해 월등한 장점

들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발명의 명칭이 "SPREAD SPECTRUM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SATELLITE OR TERRESTRIAL REPEATERS" 인 미국특허 제 4,901,307 호에

는, 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CDMA 기술의 이용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에서는, 각각이 송수신기를 갖는 다수의 이동전화 시스템 사용자들이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신호를 이

용하여 위성 반복기 또는 지상 기지국 (셀기지국, 또는 셀사이트라고도 함) 을 통해 통신하는 다중접속기술이 개시되어 있

다. CDMA 통신을 이용할 때, 주파수 스펙트럼을 여러번 재사용할 수 있어서, 시스템 사용자 용량의 증대가 가능하다.

CDMA 기술의 이용으로, 다른 다중접속기술들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스펙트럼 효율을 얻는다.

아날로그 FM 변조를 이용하는 종래의 셀룰라폰 시스템에서는, 사용가능한 주파수대역은 통상 대역폭이 30 KHz 인 채널

로 분할된다. 시스템 서비스 영역은 지리적으로 가변크기의 셀들로 분할된다. 사용가능한 주파수채널들은, 각 집합이 통상

동일수의 채널을 포함하는 집합들로 분할된다. 주파수 집합들은 공통채널간섭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셀들에 할

당된다.

종래의 셀룰라 시스템에서의 핸드오프방식은, 이동국이 두 셀들간의 경계를 지날 때, 호 또는 다른 유형의 접속, 예컨대,

데이터링크를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셀로부터 다른 셀로의 핸드오프는, 호 또는 접속을 핸드오프하는 셀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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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수신기가, 이동국으로부터의 수신된 신호강도가 소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짐을 통보할 때, 개시된다. 신호레벨이 소정

임계값 아래로 떨어질 때, 기지국은, 인접한 기지국이 현재 기지국보다 더 양호한 신호강도를 갖는 이동국신호를 수신하는

지의 여부를 시스템 제어기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시스템 제어기는, 핸드오프 요청과 함께 인접 기지국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현재 기지국의 문의에 응답한다. 이후, 인

접 기지국은 특별한 스캐닝 수신기를 이용하여 특정채널상의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를 탐색한다. 인접 기지국들 중의 하

나가 적절한 신호강도를 시스템 제어기에게 보고하면, 핸드오프를 시도한다.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신규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가 실패하면 호가 끊어진다. 핸드오프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가 있다. 예를 들면, 호를 연결하는 인접 셀내에 사용가능한 유휴 채널이 없으면, 핸드오프가 실패한다. 마찬가지로, 인접

기지국이 이동국과의 통신을 보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셀내의 동일 채널을 이용하여 다른 이동국과 통신하는 경

우, 핸드오프가 실패한다. 이동국이 인접 셀내의 신규 채널로 스위치하라는 커맨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핸드오프가 실패할 수 있다.

종래 셀룰라 시스템에서의 다른 핸드오프 문제는, 이동국이 두 셀사이의 경계에 접근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동국의 신호레벨은 양 기지국에서 요동하기 쉬워, "핑퐁 (ping-pong)" 효과가 발생한다. 두개의 인접한 기지국 사이에는,

왕래하는 호를 핸드오프하라는 반복된 요청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수된,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SYSTEM FOR PROVIDING A SOFT HANDOFF IN

COMMUNICATIONS IN A CDMA CELLULAR TELEPHONE SYSTEM" 인 미국특허 제 5,101,501 호에서는, 핸드오프

시 하나 이상의 셀기지국을 통해 이동국과의 통신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이 환경에서는, 이동국이

존재하는 셀의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이 진입하는 셀의 기지국으로의 핸드오프에 의해 통신이 인터럽트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핸드오프는, 핸드오프시 둘 이상의 기지국 또는 단일 기지국의 섹터들이 동시에 이동국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셀기

지국들 사이의 통신에서 소프트 핸드오프라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수되었고, 발명의 명칭이 "MOBILE STATION ASSISTED SOFT HANDOFF IN A CDMA

CELLULAR COMMUNICATIONS SYSTEM" 으로, 참고로 여기 포함된 미국특허 제 5,267,261 호에, 개선된 소프트 핸

드오프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의 개선된 기술에서는, 이동국은, 시스템내의 인접 기지국들에 의해 전송된 파일

롯신호들의 신호강도를 모니터한다. 측정된 신호강도가 주어진 임계값을 초과할 때, 이동국은, 이동국이 통신하는 기지국

을 통해 시스템 제어기에 신호강도 메시지를 전송한다. 시스템 제어기로부터 신규 기지국 및 이동국으로의 커맨드메시지

는, 신규 기지국 및 현재의 기지국을 통해 동시 통신을 설정한다. 이동국이 현재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들 중의 하나에 대응

하는 파일롯의 신호강도가 소정레벨 아래로 떨어졌음을 이동국이 검출할 때, 이동국은,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들을 통해 대

응 기지국을 나타내는 측정된 신호강도를 시스템 제어기에 보고한다. 시스템 제어기로부터 상기 확인된 기지국 및 이동국

으로의 커맨드메시지는, 타 기지국 또는 기지국들을 통한 통신을 진행시키면서 대응 기지국을 통한 통신을 종료시킨다.

전형적인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시스템은 다중섹터들을 갖는 셀 내에 몇개의 기지국들을 또한 포함한다. 다중 구획화된 기

지국은 다중 독립 송수신 안테나 또는 송수신기들을 포함하는데, 각각은 기지국의 총 통신가능구역보다 더 작은 영역을 커

버한다. 그러나, 셀내의 개개의 섹터들의 통신가능구역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전형적으로, 섹터들이 중첩하는 셀내 영

역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셀은 섹터들로 분할되어 셀내에 위치한 모바일유닛들에 대한 총 간섭전력을 감소시킨다. 섹터들

의 이용은 단일 기지국을 통해 통신가능한 모바일유닛의 수를 또한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HANDOFF

BETWEEN SECTORS OF A COMMON BASE STATION" 인 미국특허 제 5,625,876 호에는, 구획화된 기지국에 적용할

수 있는 상기 인접한 기지국들 간 소프트 핸드오프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공통기지국의 각 섹터는 별개의 독립한 기지국

으로 처리된다. 기지국의 각 섹터는 공통의 모바일유닛으로부터의 다중경로신호들을 합성 및 디코딩한다. 디코딩된 데이

터는 기지국의 각 섹터에 의해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 시스템 제어기로 곧바로 전송된다.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는 기지국

에서 비교 및 선택되고, 그 결과는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 시스템 제어기로 전송된다. 따라서, 세개의 섹터 S1, S2, 및 S3 를

갖는 기지국에서는, 섹터들 간 소프트 핸드오프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

1. 모비일유닛은 섹터 S1 송수신기를 통해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다.

2. 모바일유닛은, 기지국 섹터 S2 송수신기의 파일롯 신호강도가 소정의 임계값을 초과함을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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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유닛은, 기지국 섹터 S2 송수신기의 파일롯 신호강도가 임계값을 초과함을 기지국 섹터 S1 송수신기를 통해 기

지국 제어기에 알린다.

4.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섹터 S2 내의 자원 (resources) 의 사용가능성을 결정하고 섹터 S1 송수신기 및 섹터 S2 송수

신기를 통해 커맨드신호를 모바일유닛에 전송한다.

5. 그후, 모바일유닛은 기지국 섹터 S1 및 S2 송수신기를 통해 기지국과 동시통신을 시작한다.

6. 기지국은, 기지국 섹터들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소정의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고 섹터 S1 및/또는 섹터 S2 송수

신기를 통한 통신이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그 섹터 S1 및 S2 송수신기를 통해 모바일유닛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들을 합성한다.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발명의 명칭이 "FAST FORWARD LINK POWER CONTROL IN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SYSTEM" 인 미국특허 제 5,267,261 호 및 제 5,383,219 호에는, 모바일유닛이 각 포워드 프레임

을 정확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디코딩하는 레이트를 측정함으로써 모바일유닛과 통신하는 기지국 또는 기지국들을 프레임

-바이-프레임 (frame-by-frame) 기초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처리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바일유닛이, 구획화된 기지국의 하나 이상의 송수신기와 통신하는 소프트 핸드오프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환경에서는, 모바일유닛과의 액티브 통신중인 기지국 송수신기가 모바일유닛으로부터의 전력제어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두 디코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모바일유닛과의 액티브 통신중인 각 기지국 송수신기의 이득설정은

동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정상값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구획화된 기지국내의 각 송수신기는 동일한

PN 채널상에서 송신하기 때문에, 액티브 통신중인 송수신기들의 이득설정이 정상값에서 벗어날 경우, 이동국이 구획화된

기지국의 각 송수신기로부터 수신하는 포워드 링크 통신신호를 모바일유닛이 적절히 합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

서, 섹터간 핸드오프시에,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의 포워드 프레임 이득설정이 동기되도록 유지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둘 이상의 송수신기의 이득설정이 달리 정상값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송수신기가 포워드 통신링크상

에서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전력레벨을 구획화된 기지국내의 둘 이상의 송수신기가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의 전송전력레벨을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인데,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는 셀의 제 1 섹터 및 제 2 섹터와 각각 연관되어 있다. 이동국에 도달하는

통신신호의 수신된 신호강도는 초기에 결정된다. 그후, 수신된 신호강도에 기초하여, 전력제어값은 이동국으로부터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 송신된다. 다음, 제 1 수신전력 제어값은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송신된 전

력제어값을 수신하도록 시도함으로써 발생되고, 제 2 수신 전력제어값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송신된 전력제어값을

수신하도록 시도함으로써 발생된다. 공통 전송전력값은, 제 1 수신 전력제어값과 제 2 수신 전력제어값이 같지 않을 때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용 및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용 기지국 제어기에서 계산된다. 그후, 통신신호는 공통 전송전력값에 따라

제 1 기지국 송수신기과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다.

이 기술을 실행함으로써, 단일 이동국과 액티브 통신중인 송수신기들이 송신하는 전력레벨은 동기될 수 있고, 이에 의해,

이동국이 송수신기들로부터 도달하는 통신신호를 정상값에서 벗어난 전력레벨과 합성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들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 목적, 및 장점들을, 첨부한 도면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도면중 동일한 구성요소는 동일한 부재번호로

나타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셀룰라폰 시스템의 예시적인 예를 도시한 도면.

도 2 는 예시적인 기지국 통신가능구역구성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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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은 이동국과 예시적인 두 개의 섹터 기지국 사이의 포워드 및 리버스 통신링크를 도시한 도면.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송수신기에 의해 송신된 포워드 링크 트래픽 채널정보를 인코딩하는 인코더를 도시한 도

면.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송수신기에 의해 송신된 인코딩된 포워드 링크 트래픽 정보를 변조 및 이득조정하는 변조

기를 도시한 도면.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레이트 집합 및 제 2 레이트 집합들을 이용하여 실행된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의 타

이밍을 도시한 다이어그램.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제 3 및 제 4 레이트 집합들을 이용하여 실행된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의 타이밍을 도시

한 다이어그램.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제 4 및 제 6 레이트 집합들을 이용하여 실행된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의 타이밍을 도시

한 다이어그램.

도 9 는, 본 발명에 따라 실행된 리버스 링크 폐루프 전력제어루프에서의 지연 타이밍을 도시한 다이어그램.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리버스 링크 파일롯 채널로 펑쳐링된 리버스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11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리버스 링크 트래픽 채널정보를 인코딩하는 인코더를 도시한 도면.

도 12 및 도 13 은, 본 발명에 따른 리버스 링크 파일롯, 제어 및 트래픽채널을 변조하는 변조기의 2개의 개략도를 나타낸

도면.

실시예

셀룰라폰 시스템의 예시적인 예가 도 1 에 제공되어 있다. 도 1 에 도시된 시스템은,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를 포

함하여, 통상 다수의 이동국 또는 이동전화와, 기지국 사이의 통신을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다중접속변조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예시적인 CDMA 시스템에서, 각 기지국은, 대응하는 파일롯 채널상에서 파일롯 반송파의 전송을 포함하는 고유한 파일롯

신호를 전송한다. 파일롯신호는, 공통 PN (pseudorandom noise) 스프레딩 코드를 이용하여 각 기지국에 의해 항상 전송

되는, 변조되지 않은, 직렬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이다. 파일롯신호는 이동국들이 초기 시스템 동기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동기화 외에도, 파일롯신호는, 코히런트 복조 (coherent demodulation) 를 위한 위상기준을 제공하고 핸드

오프 결정에 사용되는 신호강도측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기지국들을 달리하여 전송될 때 파일롯신호는 상이한 코드

위상 오프셋을 갖는 동일한 PN 스프레딩 코드일 수 있다.

도 1 은, 이동교환센터 (MSC) 라고도 하는 시스템 제어기 및 스위치 (10) 를 도시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지국에 시

스템제어를 제공하는 처리회로 및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제어기 (10) 는 또한 적절한 이동국으로의 전송을 위해 공중교

환전화망 (PSTN) 으로부터 적절한 기지국으로의 전화호의 라우팅을 제어한다. 제어기 (10) 는 또한 하나 이상의 기지국을

통해 이동국으로부터 PSTN 으로의 호의 라우팅을 제어한다.

제어기 (10) 는 전용전화선, 광섬유링크와 같은 다양한 수단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링크에 의해 기지국들에 합성될 수

있다. 도 1 에서, 세개의 예시적인 기지국 (12, 14, 16) 이 예시적인 이동국 (18) 과 함께 도시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셀룰

라폰인 이동국 (18) 은 적어도 수신기, 송신기, 및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기지국 (12, 14, 16) 은 전형적으로 기지국 기능을

제어하는 처리회로 (기지국제어기 또는 BSC), 및 이동국과 시스템 제어기 모두와 통신하는 인터페이스회로를 포함한다.

화살표 (20A-20B) 는 기지국 (12) 과 이동국 (18) 사이의 가능한 통신링크를 나타낸다. 화살표 (22A-22B) 는 기지국

(14) 과 이동국 (18) 사이의 가능한 통신링크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화살표 (24A-24B) 는 기지국 (16) 과 이동국 (18)

사이의 가능한 통신링크를 나타낸다. 기지국 서비스 영역 또는 셀들은 지리적으로 보통 이동국이 하나의 기지국에 가장 가

깝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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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는 예시적인 기지국 통신가능구역을 도시한다. 예시적인 통신가능범위에서, 육각형의 기지국 통신가능구역은 대칭적

인 타일모양 배치로 서로 인접한다. 각 이동국은 기지국들중의 하나의 통신가능구역내에 위치한다. 예를 들면, 이동국

(10) 은 기지국 (20) 의 통신가능구역 내에 위치한다. CDMA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전화시스템에서, 공통주파수대역은 시

스템내의 모든 기지국들과의 통신을 위해 이용되고 이에 의해 이동국과 하나 이상의 기지국 사이의 동시통신이 가능하다.

이동국 (10) 은 기지국 (20) 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므로 기지국 (20) 으로부터 많은 신호를 수신하고 주위 기지국들로부터

비교적 적은 신호를 수신한다. 그러나, 이동국 (30) 은 기지국 (40) 의 통신가능구역내에 위치하지만 기지국 (100, 110) 의

통신가능구역에 가깝다. 이동국 (30) 은 기지국 (40) 으로부터의 비교적 약한 신호와 기지국 (100, 110) 으로부터의 유사

한 크기의 신호를 수신한다. 이동국 (30) 은 기지국 (40, 100, 110) 과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일 수도 있다.

도 2 에 도시된 예시적인 기지국 통신가능구역구성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다. 실제의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환경에서, 기

지국 통신가능구역의 크기와 형상은 다를 수 있다. 기지국 통신가능구역은 이상적인 육각형과는 다른 통신가능구역형상을

규정하는 통신가능구역 바운더리와 중첩되기 쉽다. 또한, 종래 기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기지국들은 3개의 섹터로 구획

화될 수도 있다. 기지국 (60) 은 3개로 구획화된 기지국으로 도시되어 있지만, 더 작은 또는 더 많은 수의 섹터를 갖는 기지

국도 가능하다.

도 2 의 기지국 (60) 은 이상적인 3 섹터 기지국을 나타낸다. 기지국 (60) 의 3 섹터 각각은 기지국의 통신가능구역의 120

도 이상을 커버한다. 실선 (55) 으로 표시된 통신가능구역을 갖는 섹터 (50) 는, 굵은 파선 (75) 으로 표시된 통신가능구역

을 갖는 섹터 (70) 의 통신가능구역과 중첩한다. 섹터 (50) 는, 또한 가는 파선 (85) 으로 표시된 통신가능구역을 갖는 섹터

(80) 의 통신가능구역과 중첩한다. 예를 들면, X 로 표시된 위치 (90) 는 섹터 (50) 와 섹터 (70) 의 통신가능구역 모두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기지국은, 기지국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이동국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기지국의 통신가능구역 내에 위치한 이

동국에 대한 총 간섭전력을 줄이기 위하여 구획화된다. 예를 들면, 섹터 (80) 는 위치 (90) 에 있는 이동국을 위한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치 (90) 에 있는 이동국은 섹터 (50, 70) 만으로부터 전력을 수신한다.

위치 (90) 에 있는 이동국에 대해서, 총 간섭 (total interference) 은 섹터 (50, 70) 와 기지국 (20, 120) 으로부터의 기여

부분을 갖는다. 위치 (90) 에 있는 이동국은 기지국 (20, 120) 과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일 수도 있다. 위치 (90) 에 있는 이

동국은 역시 섹터 (50, 70) 와 소프트 핸드오프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도 3 을 참조하면, 이동국과 예시적인 두 개의 섹터 기지국 사이의 포워드 및 리버스 통신링크가 도시되어 있다. 기지국

(300) 은, 기지국 제어기 (BSC) (310), 기지국 송수신기 (BTS1) (320), 및 기지국 송수신기 (BTS2) (330)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지국 송수신기 (320, 330) 는 2개의 섹터 기지국의 통신가능구역내의 한 섹터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살표

(350a, 360a) 는 기지국 제어기 (310) 와 기지국 송수신기 (320, 330) 사이의 포워드 통신링크를 각각 나타낸다. 마찬가지

로, 화살표 (350b, 360b) 는 기지국 (300) 과 이동국 (340) 사이의 가능한 포워드 통신링크를 나타낸다. 화살표 (370a,

380a) 는 이동국 (340) 과 기지국 (300) 사이의 가능한 리버스 통신링크를 나타낸다. 화살표 (370b, 380b) 는 각각 기지

국 송수신기 (320, 330) 와 기지국 제어기 (310) 사이의 리버스 통신링크를 나타낸다.

구획화된 기지국이건 구획화되지 않은 기지국이건간에, 단일 이동국으로부터의 다중경로 신호의 세트들은 별도로 복조되

어 디코딩처리 전에 합성된다. 그러므로, 각 기지국으로부터 출력된 디코딩된 데이터는 이동국으로부터의 가능한 모든 유

리한 신호경로들에 기초한다. 그후, 디코딩된 데이터는 시스템내 각 기지국으로부터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 시스템 제어기

로 전송된다. 따라서, 시스템에서의 소프트 핸드오프상태에서 동작하는 각 이동국에 대하여,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 시스템

제어기는 적어도 2개의 기지국으로부터 디코딩된 데이터를 수신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통신은, 다수의 기준에 기초하여 6개의 레이트 집합들로 그룹화될 수 있는 다수의 데이터 레이

트로 포워드 및 리버스 링크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후, 6개의 레이트 집합은 다시 세 그룹, 즉, 레이트 집합 (1, 2), 레이

트 집합 (3, 4), 및 레이트 집합 (5, 6) 으로 분할된다. 레이트 집합 (3, 5) 블록은 레이트 집합 (1) 블록과 동일한 수의 정보

비트를 포함한다. 레이트 집합 (4, 6) 블록은 레이트 집합 (2) 블록과 동일한 수의 정보비트를 포함한다. 다른 레이트 집합

들은, 레이트 집합들이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나온다면, 포워드 및 리버스 링크상에서 이용될 수도 있다. 레이트 집합 (1,

2) 은, "Mobile Station - Base Station Compatibility Standard for Dual-Mode Wideband Spread Spectrum Cellular

System" 이란 제목의 TIA/EIA Interim Standards 인 TIA/EIA/IS-95A 및 TIA/EIA/IS-95B (이하, IS-95A 및 IS-95B

라 함) 에 기재되어 있는 레이트 집합 (1, 2) 에 대응한다. 레이트 집합 (3, 4, 5, 및 6) 에 대한 포워드 링크 인코더 뉴머롤

로지 (numerology) 가 아래 표 1-4 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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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레이트 집합 3 에 대한 포워드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값

 레이트    1/8  1/4  1/2  1

 Info
Bits/

블록
 A  0  0  0  0  8  8  172

 CRC
Bits/

블록
 B  0  0  0  0  8  8  12

 테일
Bits/

블록
 C  8  8  8  8  8  8  8

 비트
Bits/

블록
 C  24  24  48  48  96  96  192

 인코더레이트
Bits/

블록
 D  1/4  1/4  1/4  1/4  1/4  1/4  1/4

 반복레이트
심볼들/

심볼
 E  8  8  4  4  2  2  1

 펑쳐레이트
심볼들/

심볼
 G  0  0  0  0  0  0  0

 심볼
심볼들/

심볼
 G  768  768  768  768  768  768  768

 게이트인자
심볼들/

심볼
 J  1/2  1  1/2  1  1/2  1  1

 심볼
심볼들/

블록
 J  384  768  384  768  384  768  768

[표 2]

레이트 집합 4 에 대한 포워드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값

 레이트    1/8  1/4  1/2  1

 Info
Bits/

블록
 A  22  22  56  56  126  126  268

 CRC
Bits/

블록
 B  6  6  8  8  10  10  12

 테일
Bits/

블록
 C  8  8  8  8  8  8  8

 비트
Bits/

블록
 C  36  36  72  72  144  144  288

인코더

레이트

Bits/

블록
 D  1/4  1/4  1/4  1/4  1/4  1/4  1/4

반복

레이트

심볼들/

심볼
 E  8  8  4  4  2  2  1

펑쳐

레이트

심볼들/

심볼
 G  1/3  1/3  1/3  1/3  1/3  1/3  1/3

 심볼
심볼들/

심볼
 G  768  768  768  768  768  768  768

게이트

인자

심볼들/

심볼
 J  1/2  1  1/2  1  1/2  1  1

 심볼
심볼들/

블록
 J  384  768  384  768  384  768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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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레이트 집합 5 에 대한 포워드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값

 레이트    1/8  1/4  1/2  1

 Info
Bits/

블록
 A  16  16  40  40  80  80  172

 CRC
Bits/

블록
 B  0  0  0  0  8  8  12

 테일
Bits/

블록
 C  8  8  8  8  8  8  8

 비트
Bits/

블록
 C  24  24  48  48  96  96  192

 인코더 레

이트

Bits/

블록
 D  1/2  1/2  1/2  1/2  1/2  1/2  1/2

 반복 레이

트

심볼들/

심볼
 E  8  8  4  4  2  2  1

펑쳐

레이트

심볼들/

심볼
 G  0  0  0  0  0  0  0

 심볼
심볼들/

심볼
 G  384  384  384  384  384  384  384

게이트

인자

심볼들/

심볼
 J  1/2  1  1/2  1  1/2  1  1

 심볼
심볼들/

블록
 J  192  384  192  384  192  384  384

[표 4]

레이트 집합 6 에 대한 포워드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값

 레이트    1/8  1/4  1/2  1

 Info
Bits/

블록
 A  22  22  56  56  126  126  268

 CRC
Bits/

블록
 B  6  6  8  8  10  10  12

 테일
Bits/

블록
 C  8  8  8  8  8  8  8

 비트
Bits/

블록
 C  36  36  72  72  144  144  288

인코더

레이트

Bits/

블록
 D  1/2  1/2  1/2  1/2  1/2  1/2  1/2

반복

레이트

심볼들/

심볼
 E  8  8  4  4  2  2  1

펑쳐

레이트

심볼들/

심볼
 G  1/3  1/3  1/3  1/3  1/3  1/3  1/3

 심볼
 심볼들/심

볼
 G  384  384  384  384  384  384  384

게이트

인자

 심볼들/심

볼
 J  1/2  1  1/2  1  1/2  1  1

 심볼
심볼들/

블록
 J  192  384  192  384  192  384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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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송수신기에 의해 송신된 포워드 링크 트래픽 채널 정보비트를 인코딩하는 인코

더 (400) 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인코더 (400) 는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포워드링크 상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될 트래

픽채널 정보비트의 입력 블록으로서 수신한다. 개략적으로 보면, 인코더 (500) 는, 순환 잉여 검사 (CRC) 비트를 정보비트

에 첨부하고, 테일비트 (tail bits) 를 블록코드에 첨부하며, 콘볼루션 인코더 (convolution encoder) 로 인코딩하고, 심볼

레이트를 적어도 풀 레이트 (full rate) 심볼레이트까지 증가시키도록 반복하며, 상기 레이트들을 직교하도록 월시 커버

(Walsh cover) 하고, 하나 또는 두개의 포워드 코드채널 상에 반송될 수 있는 수로 상기 심볼을 줄이도록 펑쳐링

(puncturing) 하며, 비트 리버설 블록 인터리버 (bit reversal block interleaver) 로 인터리빙하고, 선택적으로 상기 심볼

들의 50 % 를 게이트 오프 (gate off) 한다.

CRC 블록 (410) 은 CRC 비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정보블록에 첨부한다. 레이트 집합 (1, 3, 5) 입력블록은 레이트 1/2 와

레이트 1 상에 각각 8bit와 12bit CRC 를 갖는다. 레이트 집합 (2, 4, 6) 블록은 레이트 1/8, 레이트 1/4, 레이트 1/2, 레이

트 1 블록상에 각각 6bit, 8bit, 10bit, 12bit CRC 를 갖는다. CRC 비트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다항식이 아래 표 5 에 도

시되어 있다. 처음에, 사용된 CRC 발생기는 모두 1 로 로딩된다.

[표 5]

포워드 링크 CRC 발생기

 레이트
발생기 다항식

(8진수)

  레이트집합 (1, 3, 5)  레이트집합 (2, 4, 6)

 1/8   0107

 1/4   0633

 1/2  0633  03731

 1  017423  017423

CRC 비트가 입력정보블록에 추가되고 테일비트가 테일비트 코더 (420) 에 의해 블록코드에 첨부된 후, 테일비트 코더

(420) 의 출력은 이용되고 있는 레이트집합에 따라 2개의 콘볼루션 인코더 (430) 중의 하나에 교대로 제공된다. 레이트

(1, 2, 5, 6) 콘볼루션 인코더는 제한길이 9, 레이트 1/2, 콘볼루션 인코더이다. 레이트 집합 (3, 4) 콘볼루션 인코더는 제

한길이 9, 레이트 1/4, 콘볼루션 인코더이다. 두 인코더 (430) 에 대한 발생기 함수들은 아래 표 6 에 나타나 있고, 인코더

에 대한 최소 자유거리는 아래 표 7 에 나타나 있다.

[표 6]

포워드 링크 콘볼루션 인코더 발생기

 심볼
발생기 기능

(8진수)

 
레이트 집합

1, 2, 5, 6

레이트 집합

3, 4

 0  0753  0765

 1  0561  0671

 2   0513

 3   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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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포워드 링크 콘볼루션 인코더 최소자유거리

레이트 집합

1, 2, 5, 6

레이트 집합

3, 4

 12  24

각 인코더 (430) 는, 인코더상태를 0 으로 초기화하고 8 bit가 모두 제로 (zero) 인코더 테일을 갖도록 테일링함으로써 퍼-

블록 (per-block) 기초로 블록된다.

인코더 (430) 의 출력은 심볼반복유닛 (440) 에 제공되는데, 이것은 레이트 1/8, 레이트 1/4, 레이트 1/2, 레이트 1 에 대

해 심볼들을 각각 8 번, 4 번, 2 번, 1 번 반복한다.

심볼들이 반복된 후, 이들은 커버링유닛 (450) 에 제공되는데, 레이트집합 (3, 4, 5, 6) 심볼들은 상기 심볼레이트에서 동

작하는 레이트 종속 월시코드로 커버된다. 레이트종속 월시코드는 아래 표 8 에 도시되어 있는데, Wx
n 은 n-ary 월시코드

공간의 월시코드 x 를 나타낸다. 월시코드는 8-ary 월시코드공간으로부터 선택된다. 이 코드들은 두가지 이유에서 선택된

다. 첫째, 레이트 1 보다 더 적은 레이트들이 상호 직교하도록 배열이 선택된다. 뒤따르는 펑쳐링때문에 직교성의 손실이

있다. 그러나,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볼반복 전에 펑쳐링하면 콘볼루션 인코더/디코더 수행이 나빠진다. 따라서, 직

교성이 희생된다. 둘째, 레이트 1 프레임이 0 또는 1 의 런 (run) 을 포함할 때 레이트 1 코드는 모든 다른 레이트에 대해

상호 직교하도록 배열이 선택된다. 월시코드 커버링의 결과로서, 디코더는 0 또는 1 의 런 (run) 을 갖는 상위 레이트 블록

을 0 또는 1 의 런 (run) 을 갖는 하위 레이트 블록으로 오인하는 것이 감소한다. 이것은 데이터전송 동안에 중요할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0 또는 1 의 런 (run) 은 종종 압축되지 않고 부호화되지 않은 데이터의 전송동안 불균형하게 발생하기 때문

이다. 또한, 디코더는 레이트 1 미만의 블록을 또다른 레이트 1 미만의 블록으로 디코딩하는 것이 감소한다.

[표 8]

레이트 집합 3, 4, 5, 6 에 대한 포워드링크 레이트 종속 월시커버

 레이트  월시코드

  레이블  패턴

 1 W0
1

 +

 1/2 W1
2

 +-

 1/4 W2
4

 ++--

 1/8 W4
8

 ++++----

레이트 집합 2, 4, 6 에 대하여, 블록은 레이트집합 1, 3, 5 블록보다 50 퍼센트 더 많은 심볼을 각각 갖고 있다. 레이트집

합 2, 4, 또는 6 블록이 레이트집합 1, 3, 또는 5 블록과 동일한 수의 포워드 코드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심볼

들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심볼 스트림은 펑쳐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커버링 유닛 (450) 의 출력이 펑쳐링 유닛 (460) 에

제공된다. 펑쳐유닛 (puncture unit) (460) 에 의해 사용된 펑쳐패턴은 표 9 에 도시되어 있는데, 1 은 심볼의 전송을 의미

하고 0 은 심볼의 펑쳐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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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포워드링크 펑쳐패턴

 레이트
펑쳐 패턴

(이진수)

 
레이트 집합

1, 3, 5

레이트 집합

2, 6

레이트 집합

4

 1/8   110101  110110011011

 1/4   110101  110110011011

 1/2   110101  110110011011

 1   110101  110110011011

펑쳐유닛 (460) 의 출력은 사용중인 레이트집합에 따라 2개의 인터리버 (470) 중의 하나에 교대로 제공된다. 레이트집합

(1, 2, 5, 6) 인터리버는 64행 6열을 갖는 비트 리버설 블록 인터리버이다. 인터리버는 열 카운터를 이용하여 열이 먼저 순

서대로 기입된다. 인터리버는 행 카운터를 이용하여 행이 먼저 역순으로 판독된다. 즉, 행 카운터가 b5b4b3b2b1b0 이면,

행 b0b1b2b3b4b5 가 판독된다. 레이트집합 (3, 4) 인터리버는 128행 6열을 갖는 비트 리버설 블록 인터리버이다. 이들 인

터리버는 2가지 유용한 성질을 갖는다. 첫째, 이들은 인접한 코드심볼들 사이에 의사랜덤 시분할 (pseudo-random

temporal seperation) 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상기 인터리버가 다양한 채널조건에 대해 더욱 견고하게 한다. 둘째, 레이트

1 블록 미만에 대해, 비트 리버설 인터리버는, 결과적으로 반복된 심볼들의 복사를 고른 간격이 되게 한다. 이것은 프레임

게이트 (frame gating) 동안에 유용한데, 그 이유는 게이트가 반복된 심볼들의 정확히 절반을 파괴하고 심볼 월시 커버링

의 직교성을 보존할 것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인터리버 (470) 의 출력은 스크램블링 유닛 (scrambling unit) (480) 에 제공되는데, 스크램블링 유닛은 참고로 여기 포함

된 IS-95-A 표준에서 언급된 바와 동일하게 심볼 스트림을 스크램블한다.

스크램블링 유닛 (480) 의 출력은 게이트 유닛 (490) 에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게이트는 레이트집합 (3, 4, 5, 6) 에 의해

지원된다. 블록이 게이트될 때, 두번째 절반의 블록내의 심볼들이 전송된다. 이는, 레이트집합 (3, 4) 에 대해, 심볼 (384

내지 767) 이 전송됨을 의미한다. 이는, 레이트집합 (5, 6) 에 대해, 심볼 (192 내지 383) 이 전송됨을 의미한다. 게이트 동

안, 최대 프레임레이트는 레이트 1/2 이다.

통상, 트래픽 정보프레임은 연속적인 전송을 이용하여 포워드링크 상에서 전송된다. 그러나, 레이트집합 (3, 4, 5, 6) 은 레

이트 1/8, 레이트 1/4, 레이트 1/2 프레임만이 전송되는 모드로 커맨드되어질 수도 있고, 이들은 게이트된 전송을 이용하

여 전송된다. 이 모드는, 이동국 시간이 그 수신기를 재동조 (retune) 하고 다른 주파수 및/또는 다른 기술 (특히, AMPS 및

GSM) 을 이용한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게 하는 데 이용된다. 탐색을 위해 게이트된 모드로 커맨드된 이동국은, 시스템 시

간 T 에서 시작하여, M 프레임 중에서 N 프레임을 게이트하도록 커맨드될 것이다. N 및 M 값은 탐색되고 있는 기술과 탐

색되고 있는 채널수에 의존한다.

도 5 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코더 (400) 에 의해 출력된 인코딩된 포워드링크 트래픽 정보를 변조하고 이득조정하

는 변조기 (500) 가 도시되어 있다. 변조기 (500) 에 대한 뉴머롤로지는 아래 표 10 에 나타나 있다. 이 표는 각 레이트집합

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포워드링크 코드채널수 (128-ary 월시코드) 가 나타나 있다.

[표 10]

포워드링크 변조기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값

레이트집합

1 및 2

레이트집합

3 및 4

레이트집합

5 및 6

 칩  칩들/프레임  24576  24576  24576

 변조심볼  심볼들/프레임  384  768  384

 칩 레이트  칩들/심볼  64  64  128

 코드채널  128-ary 월쉬  2  2  1

등록특허 10-0628009

- 11 -



레이트 집합 3, 4, 5, 6 에 대해, 변조기 (500) 는 QPSK 파형을 전송하여, z코드심볼들의 전송을 동위상(in-phase) 과 직

교위상 (quadrature-phase) 사이에서 교대로 한다. 이것은 퍼 페이스 심볼 레이트를 하나 또는 2 개의 인자로 감소시켜,

포워드코드 채널의 수를 두배로 한다.

레이트집합 1, 2, 3, 4 에 대해, 2개의 128-ary 월시코드가 이용된다. 링크에 코드채널 x (x 는 0 과 63 사이의 값) 를 할당

할 때, 이것은 월시코드 Wx
64 = [Wx

128, Wx+64
128] 를 이용한다.

레이트집합 (5, 6) 에 대해, 1개의 128-ary 월시코드가 이용된다. 링크에 코드채널 x (x 는 0과 127 사이값) 가 할당될 때,

이것은 월시코드 Wx
128 을 이용한다.

본 발명에 따라 이용될 때, 표 11 은 64 월시코드의 추가로 IS-95 CODE-CHAN 필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11]

도 5 를 참조하면, 제어신호 (505) 를 통해 인에이블될 때, 변조기 (500) 내의 심볼 스플리터 (스플리터 (510) 로 레이블 붙

임) 는, 상부출력으로 보내지는 제 1 심볼로 시작하여, 입력심볼을 상부 및 하부출력 (520, 522) 사이에서 교대로 한다. 디

스에이블될 때, 스플리터 (510) 는 모든 입력심볼을 상부출력 (520) 으로 전송하고 0 을 하부출력 (522) 으로 전송한다. 제

어신호 (506) 에 의해 인에이블될 때, 심볼 반복기 (524, 526) ("2x", "64x" 로 레이블 붙임) 는 심볼들을 레이블에 의해 표

시된 회수만큼 반복한다. 디스에이블될 때, 심볼 반복기 (524, 526) 는 심볼들을 반복하지 않는다. 복합 승산기 (530) ("복

합 승산기" 로 레이블 붙임) 는 아래 수학식 1 및 2 에 따라 그 출력들을 계산한다.

수학식 1

수학식 2

혼합기 (532, 534) 에 제공된 월시코드 Wj
2 는 상술한 CODE_CHAN 필드의 비트 6 에 대응하고, 혼합기 (536, 538) 에

제공된 월시코드 Wj
64 는 상술한 CODE_CHAN 필드의 비트 5 내지 0 에 대응한다.

본 발명에서, 기지국은 전력제어정보 (즉, 아래 자세히 상술된 파워-업 (power-up), 파워-다운 (power-down), 파워-홀

드 (power-hold) 커맨드) 를 포워드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포워드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포워드 트래픽채널의 기본블록으로 펑쳐링된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1.25 밀리세컨드마다, 기본블록의 하나 또는

두개의 PN-워드 (PN-워드는 63 PN 칩이다) 가 펑쳐링된다. 펑쳐링의 정렬 및 지속기간은, 그것이 하나 이상의 완전한 변

조심볼들을 펑쳐링하도록 선택된다. 아래에 더 상세히 설명되듯이, 포워드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에 전달될 정보를 결

정하기 위하여,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리버스 트래픽 채널신호의 강도를 측정한 후, 그 측정치를 전력제어비트

로 변환한다.

도 6 은 레이트집합 (1, 2)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이밍을 나타낸다. 각 블록은 16 전력제어그룹으로 분할된다. 각 전

력제어그룹은 24 PN-워드로 분할된다. PN-워드는 트래픽채널의 BPSK 변조심볼로 정렬한다. 레이트집합 (1, 2) 전력제

어 서브채널은, 전력제어그룹 n+2 의 PN-워드 0 에서 시작하여, 16 PN-워드에 대한 전력제어 커맨드의 시작을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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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다. 기본블록 스트림에서의 전력제어 커맨드의 시작위치는 이전 전력제어그룹 (전력제어그룹 n+1) 의 스크램블링 시

퀀스의 비트 23, 22, 21, 20 (b23, b22, b21, b20) 에 의해 결정된다. 전력제어그룹의 시작위치는 전력제어그룹 n+2 의

PN-워드 (b23b22b21b20)24 이다.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가 결정되면, 전력제어커맨드를 나타내는 BPSK 심볼은 펑쳐링된 심볼 대신에 삽입된다. '+1'

은 업 커맨드 (up command) (즉, 이동국이 그 전송전력을 소정량 증가시켜야 함을 나타내는 커맨드) 를 나타낸다. '-1' 은

다운 커맨드 (down command) (즉, 이동국이 그 전송전력을 소정량 감소시켜야 함을 나타내는 커맨드) 를 나타낸다. 레이

트집합 1 에 대해, BPSK 심볼은 2 PN-워드 지속기간을 갖는다. 레이트집합에 대해, BPSK 심볼은 1 PN-워드 지속기간

을 갖는다.

도 7 은 레이트집합 (3, 4)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이밍을 나타낸다. 레이트집합 (3, 4)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

이밍은, 타이밍이 12 PN-워드만큼 앞서는 점 외에는, 레이트집합 (1, 2)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이밍과 유사하다. 이

것은, 전력제어루프의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해진다. 따라서, 수신신호강도가 전력제어그룹 n 동안 측정된다고 가정

하면, 전력제어커맨드는 전력제어그룹 n+2 의 첫번째 1/2 가 아닌 전력제어그룹 n+1 의 마지막 1/2 에서 시작된다. 이 타

이밍은 전력제어커맨드 전송시의 평균지연을 전력제어그룹의 1 1/3 으로부터 전력제어그룹의 5/6 으로 감소시킨다. 또

한, 이동국이 전력제어그룹의 1/2 로부터 전력제어그룹의 1/6 으로 전력제어조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은, 1 5/6 전력제어그룹의 평균으로부터 1 1/6 전력제어그룹으로 전력제어그룹의 지연을 감소시킨다.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워드 트래픽채널상의 각 블록은 16개의 전력제어그룹으로 분할된다. 각 전력제어그룹은 24

PN-워드로 분할된다. 다시, PN-워드는 트래픽채널의 QPSK 변조심볼로 정렬한다. 레이트집합 (3, 4) 전력제어 서브채널

은, 전력제어그룹 n+1 의 PN-워드 16에서 시작하여, 16 PN-워드에 대한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을 무작위화한다. 트래

픽 채널 스트림내의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는 이전 전력제어그룹 (전력제어그룹 n) 스크램블링 시퀀스의 비트 23,

22, 21, 20 (b23,b22,b21,b20) 에 의해 결정된다.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는 전력제어그룹 n+1+[(12+b23b22b21b20)/

24] 의 PN-워드 (12+b23b22b21b20)24 이다.

도 7 을 참조하면,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가 레이트집합 (3, 4) 에 대해 결정되면, 전력제어커맨드를 나타내는 QPSK

심볼은 펑쳐링된 심볼 대신에 삽입된다. '(+1,+1)' 은 업 커맨드를 나타내고, '(-1,-1)' 은 다운 커맨드를 나타낸다. 레이트

집합 (3, 4) 에 대해, QPSK 심볼은 2 PN-워드 지속기간을 갖는다.

도 8 은 레이트집합 (5, 6)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이밍을 나타낸다. 레이트집합 (5, 6)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

이밍은, 펑쳐링이 짝수 PN-워드로 정렬하고 짝수의 PN-워드 지속기간을 갖는 점을 제외하고는, 레이트집합 (3, 4) 전력

제어 서브채널에 대한 타이밍과 유사하다. 이것은, 트래픽채널 변조심볼이 2 PN-워드 (128 PN 칩) 지속기간을 갖기 때문

에 행해지는 것이다.

도 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워드 트래픽채널상의 각 블록은 16 전력제어그룹으로 분할되고, 각 전력제어그룹은 24 PN-

워드로 분할된다. 레이트집합 (5, 6)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전력제어그룹 n+1 의 PN-워드에서 시작하여, 16 PN-워드에

대해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을 무작위화한다. 트래픽 채널 스트림내의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는 이전 전력제어그룹

(전력제어그룹 n) 스크램블링 시퀀스의 비트 23, 22, 21 (b23,b22,b21) 에 의해 결정된다.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는 전

력제어그룹 n+1+[(12+b23b22b210)/24 의 PN-워드 (12+b23b22b210)24 이다.

도 8 을 참조하면, 전력제어커맨드의 시작위치가 레이트집합 (5, 6) 에 대해 결정되면, 전력제어커맨드를 나타내는 QPSK

심볼은 펑쳐링된 심볼 대신에 삽입된다. '(+1,+1)' 은 업 커맨드를 나타낸다. '(-1,-1)' 은 다운 커맨드를 나타낸다. 레이트

집합 (5, 6) 에 대해, QPSK 심볼은 2 PN-워드 지속기간을 갖는다.

도 9 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리버스 링크 폐루프 전력제어루프에서의 지연의 타이밍을 도시한 다이어그램이 도시되어 있

다. 리버스 링크 폐루프 전력제어루프는 리버스 링크상의 이동국의 전송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 서

브채널 (도 6-8 과 관련하여 상술됨) 을 이용한다. 도 9 는 리버스링크 폐루프 전력제어지연 버짓 (budget) 을 요약한 것이

다. 512 PN 칩의 최악의 라운드 트립 지연을 가정하면, 공중의 최악 일방 지연이 256 PN 칩보다 더 적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대길이 전력제어비트는 2 PN-워드 (128 PN 칩) 지속기간을 가지므로, 최악의 경우 이동국 수신시간은 128

PN 칩이다. 추가의 256 PN 칩 (대략 200 마이크로세컨드) 이 이동국에 할당되어 디코딩하고 전력제어커맨드에 작용한

다. 기지국은 전체 전력제어그룹내의 전력을 측정하므로, 기지국수신시간은 1536 PN 칩이다. 추가의 256 PN 칩 (대략

200 마이크로세컨드) 은 기지국이 수신된 신호강도를 측정하고 전력제어커맨드를 턴어라운드하도록 할당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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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전력제어그룹 n 과 연관된 전력제어커맨드는, 전력제어그룹 n+2 의 시작전에 768 PN 칩으로 전송되거나 전

력제어그룹 n+1 의 시작후에 768 PN 칩으로 전송될 수 있다. 레이트집합 (1, 2) 을 위해 동일 양의 무작위화를 허용가능

하게 하기 위하여, 레이트집합 (3, 4, 5, 6) 전력제어커맨드는 전력제어그룹 n+1 의 마지막 12 PN-워드 및 전력제어그룹

n+2 의 처음 4 PN-워드에 대해 무작위화된다. 이 결과, 측정간격을 포함하여, 1 5/6 전력제어그룹의 전력제어커맨드 지

연이 평균화된다. 또한, 측정간격을 포함하여, 2 1/6 전력제어그룹의 전력제어루프 지연이 평균화된다.

본 발명에서 포워드링크상에 사용된 파일롯채널은, 참고로 여기 포함된 IS-95-B 에 설명된 파일롯채널과 동일하다. 따라

서, 파일롯채널은 월시코드 W0
64 = [W0

128,W64
128] 을 이용한다. 파일롯채널이 아무 데이터도 반송하지 않아서 실질적

으로 월시코드 W0
128 이라 하더라도, 월시코드 W0

64 = [W0
128, W64

128] 을 사용하지 않으면, 128 미만의 칩을 위해 파

일롯을 통합하는 이동국을 디스에이블 (disable) 시킬 것이다. 따라서, 월시코드 W0
64 = [W0

128,W64
128] 가 이용된다.

본 발명의 포워드링크상에 사용된 싱크 채널은, 참고로 여기 포함된 IS-95-B 표준에 설명된 싱크 채널과 동일하다. 따라

서, 싱크채널은 월시코드 W32
64 = [W32

128, W96
128] 를 사용한다.

본 발명에 따라 동작하는 CDMA 시스템에서, 포워드링크 전력제어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포워드링크상의 이동국으로

송신된 트래픽신호의 전력레벨의 제어) 는, 리버스링크가 레이트집합 1 에서 동작할 때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 송수신기

로 송신된 프레임 소거정보에 의해 일반적으로 구동된다. 리버스 링크가 레이트집합 2 일 때, 포워드링크 전력제어는 이동

국으로부터 기지국 송수신기로 송신된 프레임 소거정보에 의해 역시 구동된다. 그러나, 리버스링크 레이트집합이 3, 4, 5,

또는 6 일 때,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는 포워드 트래픽 프레임의 신호 대 잡음비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의해 구동된다. 리버

스 링크 레이트집합이 3, 4, 5, 또는 6 일 때, 포워드링크 전력제어정보는 이동국으로부터 리버스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

상의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듯이, 리버스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전력제어정보를 리버스 파

일롯채널의 선택된 전력제어그룹으로 펑쳐링함으로써 생성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버스링크가 레이트집합 (3, 4, 5, 또는 6) 일 때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는 프레임 신호 대 잡음비에 기

초한 전력제어이다. 개략적으로 보면, 이 포워드링크 전력제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기능한다. 각 프레임마다, 이동국은

퍼 심볼 (per symbol) 신호 대 잡음비 (Es/Nt) 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예측된 Es/Nt 를 감산한다. 이동국은 이 신호 대 잡

음비 델타 (FWD_SNR_DELTA) 리버스 전력제어 서브채널 상의 기지국에 보고한다. 그때, 기지국은 이 신호 대 잡음비를

사용하여 다음 프레임을 위한 전소이득을 조정하는데, 통상 델타에 역비례하는 팩터에 의해 전송이득을 변화시킨다. 소프

트 핸드오프 동안, 기지국 전송이득은 동기에 벗어나게 될 수 있으므로, 기지국 제어기는 기지국 전송이득을 프레임당 한

번 재동기화한다.

이동국은, 요구되는 심볼 신호 대 잡음비를 최소화하면서 타겟 프레임 소거 레이트 (FWD_FER) 가 달성되도록 예측되는

퍼 심볼 신호 대 잡음비 (Es/Nt) 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실시예에서, 이동국은 다음과 같이 예측 퍼 심볼 신호 대

잡음비 (Es/Nt) 를 발생시킨다. 이동국은, 성공적으로 디코딩하는 제 1 프레임의 Es/Nt 로 초기 예측 Es/Nt 를 설정한다.

그 후, 이동국은 각 프레임에 대해 다음을 행한다. 기본블록이 소거되면, 이동국은 예측 Es/Nt 를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으

면, 이동국은 예측 Es/Nt 를 감소시킨다. 아래 수학식 3 및 4 에 설명된 바와 같이, 증가단계 사이즈 (Pincrease) 와 감소 사

이즈 (Pdecrease) 는 원하는 포워드링크 기본블록 소거 레이트 (FWD_FER) 와 증가 (Pincrease,max) 의 최대 원하는 예측

Es/Nt 레이트에 의해 지배된다:

수학식 3

수학식 4

여기서, Pincrease,max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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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신호강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은 본 발명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동국은 수신된 파일롯신호와 수신된 트래픽신호를 이용하여 수신경로들을 조합한 최대 비를 실행할 수도 있다. 이동국은

또한 정규화된 퍼 프레임 예측 수신 신호 대 잡음비를 이용하여 FWD_SNR_DELTA 를 계산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포워드링크 전력제어를 위해, 이동국은 신호 대 잡음비의 측정 데시벨값과 예측 데시벨값 사이의 결과

적인 차이 (FWD_SNR_DELTA) 를 리버스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기지국 송수신기로 송신한다. 특히, 포워드 프레임

n-1 에 대한 FWD_SNR_DELTA 는 이동국에 의해 리버스 프레임 n 의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표 12 는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FWD_SNR_DELTA 값, 프레임에 대한 이동국에 의해 측정된 퍼 심볼 신

호 대 잡음비 (Es/Nt), 및 이동국에 의해 계산된 예측 신호 대 잡음비 (Es/Nt)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다.

[표 12]

FWD_SNR_DELTA 전송매핑

 FWD_SNR_DELTA

 (이진수)  (데시벨)

  초과  이하

 100   -1.5

 101  -1.5  -1.0

 110  -1.0  -0.5

 111  -0.5  0.0

 000  0.0  +0.5

 001  +0.5  +1.0

 010  +1.0  .105

 011  +1.5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기지국송수신기는 초기에 리버스 프레임 n 의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FWD_

SNR_DELTA 값을 사용하여 포워드 프레임 n+1 에 적용하는 포워드 이득 (FWD_GAIN) 을 조정한다. 전력제어 서브채널

FWD_SNR_DELTA 이 기지국에 의해 소거되지 않으면, 기지국 송수신기에서의 "포워드 퍼 심볼 신호 대 잡음비 델타 플

래그" (FWD_SNR_VALID) 는 1 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지국 송수신기는 FWD_SNR_DELTA 및 FWD_SNR_

VALID 값을 모두 0 으로 설정할 것이다.

기지국 송수신기에서의 수신시, FWD_SNR_DELTA 는 아래 표 13 에 따라 데시벨값으로 변환된다:

[표 13]

FWD_SNR_DELTA 수신매핑

 FWD_SNR_DELTA

 (이진수)  (데시벨)

 100  -1.75

 101  -1.25

 110  -0.75

 111  -0.25

 000  +0.25

 001  _0.75

 010  _1.25

 01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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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기지국 송수신기 송신기에 의해 포워드 전송 프레임 n+1 로 초기에 적용된 포워드 이득은 아래 수학식 5 에 따라 계

산된다:

수학식 5

= 명목상 1/6 과 동일할 수 있는 감쇠 인자이며, FWD_SNR_DELTA 는 3 비트, 2의 보수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FWD_GAIN 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동국이 구획화된 기지국내의 송수신기들 중의 하나 이상과 통신중인 소프트 핸드오프와 같은 경우, 이동국과 액

티브 통신중인 모든 기지국 송수신기들은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리버스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에 포함된 정보를 정확하

게 디코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동국과 액티브 통신중인 구획화된 송수신기 각각에 의해 적용된 FWD_

GAIN 은 동기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상값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소프트 핸드오프중인 이동국이 구획화된

기지국 송신기 각각으로부터의 동일한 PN 스프레딩 코드로 송신된, 정상값에서 벗어난 이득과 CDMA 신호를 합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FWD_GAIN 값을 동기된 상태로 회복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 비동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먼저, 상술한 바와 같이, 각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는 리버

스 프레임 n 의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임의의 비소거 FWD_SNR_DELTA 값을 사용하여 상기 수

학식 5 에 따라 프레임 n+1 을 전달하도록 적용하는 포워드 이득 (FWD_GAINactual) 을 조정한다. 또한, 각 구획화된 기지

국 송수신기는 리버스 프레임 n 과 연관하여 수신한 FWD_SNR_DELTA 및 FWD_SNR_VALID 값을 디코딩된 트래픽정

보를 갖는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한다. 그후, 기지국 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각 구획화된 송수신기로부터 리버스 프레임 n

을 위해 수신한 모든 값들로부터 하나의 FWD_SNR_DELTA 값을 선택한다:

1. 섹터로부터 수신한 FWD_SNR_VALID 값이 0 인 모든 경우에, 대응하는 FWD_SNR_DELTA 값은 버려진다.

2. 임의의 FWD_SNR_DELTA 값이 남아 있으면, 기지국 제어기는 최대 FWD_SNR_DELTA 를 선택한다.

3. FWD_SNR_DELTA 값이 남아 있지 않으면, 기지국 제어기는 FWD_SNR_DELTA 및 FWD_SNR_VALID 값을 0 으로

설정한다.

그후, 기지국 제어기는 상기 단계 1-3 에 따라 계산된 단일의 FWD_SNR_DELTA 값을 각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로 송

신하고, 그후, 각 기지국 송수신기는, 상기 단계 1-3 에 따라 계산된 단일의 FWD_SNR_DELTA 값을 상기 수학식 5 에 적

용함으로써,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의 각각에 의해 포워드 프레임 n+1 에 적용되었어야 하는 FWD_GAIN 값 (즉,

FWD_GAINtarget) 을 계산한다. 그후, 각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는, 이전에 포워드 프레임 n+1 에 적용된 FWD_

GAINactual 값을 포워드 프레임 n+1 에 적용되었어야 하는 FWD_GAINactual 과 비교한다 (상기 단계 1-3 에 따라 결정

된 바와 같이). FWD_GAINactual 과 FWD_GAINtarget 값 사이의 차이 (FWD_GAINdiff) 를 적용하여, 각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에 의해 송신된 다음 포워드 프레임에 적용된 이득을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한다 (이 다음 프레임은 프레임

n+2+Tbackhaul 로 표기하고,Tbackhaul 은 기지국 제어기에 대한 프레임에서의 처리지연량을 나타내어, FWD_

GAINtarget 을 계산하고 이를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로 다시 전송한다). 따라서, 포워드 프레임 n+2+Tbackhaul 동안

에 각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에 의해 제공된 포워드 이득은 FWD_GAINdiff 값 (이 값은 리버스 프레임 n 동안에 이동국

에 의해 전송된 FWD_SNR_DELTA 값을 이용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계산되었다) 과, 리버스 프레임 n+1+Tbackhaul 동

안에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FWD_SNR_DELTA 값을 이용하여 구획화된 기지국 송수신기에 의해 계산된 FWD_

GAINactual 값의 합을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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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시예에서, 각 기지국 송수신기는 각 프레임에 대한 FWD_SNR_DELTA 와 FWD_SNR_VALID 값을, 아래 표 14 에 나

타낸 포맷을 갖는 리버스 트래픽 패킷내의 기지국 제어기로 전송하고, 기지국 제어기는, 각 프레임에 대해 상술한 FWD_

GAINtarget 값을, 아래 표 15 에 나타낸 포맷을 갖는 포워드 트래픽 패킷내의 기지국 송수신기로 송신한다.

[표 14]

기지국 리버스 트래픽패킷 포맷

 필드  길이(bit)  설명

 MSG_ID  8  메시지 식별

 VCI  8  가상채널 식별자

 QUALITY  8  수신된 프레임 품질 표시자

 FWD_SNR_VALID  1

 FWD_SNR_DELTA 필드가 유효하고, 트래픽

채널이득을 조정하도록 기지국 송수신기

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FWD_SNR_DELTA  3  포워드 퍼 심볼 신호 대 잡음비 델타

 RVS_SNR_VALID  1
 RVS_SNR_DELTA 필드가 유효함을 나타낸

다.

 RVS_SNR_DELTA  3  리버스 퍼 심볼 신호 대 잡음비 델타

 FRAME_SEQ  4

 프레임 시퀀스 수. 20 밀리세컨드 모듈

로 16 의 단위로 CDMA 시스템 시간에 설

정.

 FRAME_RATE  4

트래픽 채널 프레임의 레이트

0=레이트 1

1=레이트 1/2

2=레이트 1/4

3=레이트 1/8

4=소거

 FRAME_DATA  8 ×FRAME_LEN

IS-95 트래픽채널 프레임 페이로드.

FRAME_LEN 은 FRAME_RATE 및 레이트집합

에 따른다.

[표 15]

기지국 포워드 트래픽패킷 포맷

 필드  길이(bit)  설명

 MSG_ID  8  메시지 식별

 FWD_GAIN  8
 이 포워드 트래픽 프레임이 전송될 풀 레

이트 포워드 디지털 이득.

 RVS_THRESH  8
 데시벨단위의 리버스 링크 폐루프 전력제

어 임계값.

 FRAME_SEQ  4
 프레임 시퀀스 수. 20 밀리세컨드 모듈로

16 의 단위로 CDMA 시스템 시간에 설정.

 FRAME_RATE  4

트래픽 채널 프레임의 레이트

0=레이트 1

1=레이트 1/2

2=레이트 1/4

3=레이트 1/8

4=Null

 FRAME_DATA  8 ×FRAME_LEN

IS-95 트래픽채널 프레임 페이로드

(payload).

FRAME_LEN 은 FRAME_RATE 및 레이트집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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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을 참조하면, 리버스 링크 파일롯채널내의 선택된 전력제어그룹으로 펑쳐링된 리버스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의 블

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레이트집합 3, 4, 5, 6 에서, 예측 및 측정된 포워드 퍼 심볼 신호 대 잡음비

(FWD_SNR_DELTA) 사이의 차이는 이동국으로부터 리버스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프레임당 1회 전송된다. 리버스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3 bit FWD_SNR_DELTA 값을 리버스 파일롯 채널의 기본블록으로 펑쳐링함으로써 생성된

다. 특히, 리버스 파일롯 채널상의 전력제어그룹을 0 부터 번호를 매기면,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전력제어그룹 9, 10, 11,

12, 13, 14 동안에 파이롯채널로 펑쳐링된다. 각 전력제어그룹은 24 PN-워드로 분할된다. 전력제어그룹내의 PN-워드를

0 부터 번호매기면,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전력제어그룹 9, 10, 11, 12 13, 14 의 PN-워드 10, 11, 12, 13 으로 펑쳐링된

다. 펑쳐링된 리버스 전력제어 서브채널을 갖는 예시적인 전력제어그룹이 도 10 에 도시되어 있다.

리버스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다음 이유로 전력제어그룹 9, 10, 11, 12, 13, 14 로 펑쳐링된다. 첫째,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게이트되는 동안 전송된 전력제어그룹으로 펑쳐링되어야 한다. 전력제어 서브채널이 그렇게 위치되지 않으면, 게이트되는

동안 전송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제어그룹 8, 9, 10, 11, 12, 13, 14, 15 만이 이용될 수도 있다. 둘째, 전력제어 서

브채널은 마지막 전력제어그룹 동안 전송될 수 없다. 전력제어 서브채널이 마지막 전력제어그룹 동안 전송된다면, 기지국

은 다음 프레임의 시작 전에 전송레벨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제어그룹 8, 9, 10, 11, 12, 13, 14 만이 이용

될 수도 있다. 그러나, 7개의 전력제어그룹이 이용되면, 뉴머롤로지 (아래 표 14 에 도시됨) 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

서, 6개의 전력제어그룹이 이용된다. 전력제어그룹 (8) 은 이동국에게 FWD_SNR_DELTA 를 결정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하

여 이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전력제어 서브채널은, 전력제어그룹에 대한 파일롯의 블록필터로부터 유도된 에스티메

이터 (estimator) 에 의해 구동된 주파수 및 시간 트래킹 루프에서의 바이어스 (bias)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력제어그룹

의 중앙으로 펑쳐링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FWD_SNR_DELTA 값은 쌍직교변조를 이용하여 전송된 리버스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으로 전송된

다. FWD_SNR_DELTA 메시지는 1 쌍직교심볼 (bi-orthogonal symbol) 로 인코딩된다. 3 bit값 t=t2t1t0 은 코드 워드

로 매핑된다. 코드워드는 96 번 반복된다. 변조심볼이 아닌 코드워드는 코드심볼에 대한 시간 다양성을 제공

하기 위하여 반복된다.

리버스 전력제어 서브채널의 뉴머롤로지 및 성능이 아래 표 16 에 도시되어 있다.

[표 16]

리버스 링크 제어 채널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값

   파일롯  전력제어

 채널 강도  데시벨  -21.2  -21.2

 채널 부분 (fraction)   5/6  1/6

 값 길이  bit   3

 값 지속시간  전력제어그룹   6

 값 길이  변조심볼   384

 월시 코드 길이  칩   4

 변조 타입    쌍 직교

 반복 레이트    96

 안테나 다이버시티   1  2

 처리 이득  데시벨  -0.8  30.1

 Eb/Nt  데시벨  -22.0  8.9

 비트 에러 레이트  bits/bit   243E-06

도 11 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에 의해 전송된 리버스링크 트래픽 채널정보를 인코딩하는 인코더 (1100) 의 블

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레이트집합 (3, 4, 5, 6) 은 리버스링크 채널 레이트 (1/8, 1/4, 1/2, 1, 2, 4, 8) 을 지원한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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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1 보다 큰 레이트들은 다중 레이트 블록들을 단일 프레임으로 패킹함으로써 생성된다. 인코딩 및 인터리빙은 이 패킹된

프레임에 대해 행해진다. 개략적으로 보면, 인코더 (1100) 는 그 입력으로서 리버스 트래픽 정보비트를 취하고, CRC 를 첨

부하고, 테일비트를 블록 프레임에 첨부하고, 콘볼루션 인코더로 인코딩하고, 심볼 레이트를 최소한 6144 심볼까지 증가

시키도록 반복하고, 레이트를 직교로 하도록 월시커버하고, 심볼수를 6144 로 줄이도록 펑쳐링하고, 비트 리버설 블록 인

터리버로 인터리빙하고, 선택적으로 심볼의 50 퍼센트를 게이트 오프한다. 레이트집합 (3, 4, 5, 6) 에 대한 리버스링크 인

코더 뉴머롤로지는 아래 표 17-20 에 상세히 주어져 있다.

[표 17]

레이트집합 3, 5 에 대한 리버스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값

 레이트    1/8  1/4  1/2  1

 Info
bits/

패킷
 A  16  16  40  40  80  80  172

 CRC
bits/

패킷
 B'  0  0  0  0  8  8  12

 테일
bits/

패킷
 C'  8  8  8  8  8  8  8

 블록
블록/

프레임
 D'  1  1  1  1  1  1  1

 비트
bits/

프레임
 D  24  24  28  28  96  96  192

인코더

레이트

bits/

심볼들
 E'  1/4  1/4  1/4  1/4  1/4  1/4  1/4

반복

레이트

심볼들/

심볼들
 F'  646  64  32  32  16  16  8

펑쳐

레이트

 심볼들/심

볼들
 H'  0  0  0  0  0  0  0

 심볼
 심볼들/프

레임
 H  6144  6144  6144  6144  6144  6144  6144

게이트

인자

 심볼들/심

볼들
 J  1/2  1  1/2  1  1/2  1  1

 심볼
 심볼들/프

레임
 J'  3072  6144  3072  6144  3072  6144  6144

[표 18]

레이트집합 3, 5 및 미디엄 레이트에 대한 리버스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레이트    2  4  8

 Info  bits/패킷  A  172  172  172

 CRC  bits/패킷  B'  12  12  12

 테일  bits/패킷  C'  8  8  8

 블록  블록들/프레임  D'  2  4  8

 비트  bits/프레임  D  384  768  1536

 인코더 레이트  bits/심볼들  E'  1/4  1/4  1/4

 반복 레이트  심볼들/심볼들  F'  4  2  1

 펑쳐 레이트  심볼들/심볼들  H'  0  0  0

 심볼  심볼들/프레임  H  6144  6144  6144

 게이트 인자  심볼들/심볼들  J  1  1  1

 심볼  심볼들/프레임  J'  6144  6144  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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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레이트집합 4, 6 에 대한 리버스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값

 레이트    1/8  1/4  1/2  1

 Info
bits/

블록
 A  22  22  56  56  126  126  268

 CRC
bits/

블록
 B'  6  6  8  8  10  10  12

 테일
bits/

블록
 C'  8  8  8  8  8  8  8

 블록
 블록들/프

레임
 D'  1  1  1  1  1  1  1

 비트
bits/

프레임
 D  36  36  72  72  144  144  288

인코더

레이트

bits/

심볼들
 E'  1/4  1/4  1/4  1/4  1/4  1/4  1/4

반복

레이트

심볼들/

심볼들
 F'  64  64  32  32  16  16  8

펑쳐

레이트

 심볼들/심

볼들
 H'  1/3  1/3  1/3  1/3  1/3  1/3  1/3

 심볼
 심볼들/프

레임
 H  6144  6144  6144  6144  6144  6144  6144

게이트

인자

 심볼들/심

볼들
 J  1/2  1  1/2  1  1/2  1  1

 심볼
 심볼들/프

레임
 J'  3072  6144  3072  6144  3072  6144  6144

[표 20]

레이트집합 4, 6 및 미디엄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리버스링크 인코더 뉴머롤로지

 아이템  단위  레이블    

 레이트    2  4  8

 Info  bits/블록  A  268  268  268

 CRC  bits/블록  B'  12  12  12

 테일  bits/블록  C'  8  8  8

 Blocks  블록들/프레임  D'  2  4  8

 Bits  bits/프레임  D  576  1152  2304

 인코더 레이트  bits/심볼들  E'  1/4  1/4  1/4

 반복 레이트  심볼들/심볼들  F'  4  2  1

 펑쳐 레이트  심볼들/심볼들  H'  1/3  1/3  1/3

 심볼  심볼들/프레임  H  6144  6144  6144

 게이트 인자  심볼들/심볼들  J  1  1  1

 심볼  심볼들/프레임  J'  6144  6144  6144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레이트집합 3, 5 블록은 레이트집합 1 블록과 동일한 수의 정보비트를 포함하고, 레이트집합 4, 6

블록은 레이트집합 2 블록과 동일한 수의 정보비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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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을 참조하면, CRC 블록 (1110) 은 CRC 비트를 다음과 같이 입력정보블록에 첨부한다. 레이트집합 1, 3, 5 블록은

각각 레이트 1/2 및 레이트 1 블록 상에 8 bit 및 12 bit CRC 를 갖는다. 레이트집합 2, 4, 6 블록은 레이트 1/8, 레이트 1/

4, 레이트 1/2, 레이트 1 상에 각각 6 bit, 8 bit, 10 bit, 12 bit CRC 를 갖는다. CRC 비트를 생성하는데 이용된 다항식은

아래 표 21 에 도시되어 있다. 처음에, 이용된 CRC 발생기들은 모두 1 로 로딩된다.

[표 21]

리버스링크 CRC 발생기

 레이트
발생기 다항식

(8진수)

 
레이트집합

1, 3, 5

레이트집합

2, 4, 6

 1/8   0107

 1/4   0633

 1/2  0633  03731

 1  017423  017423

CRC 비트가 입력정보비트에 추가되고 테일비트가 블록코드에 첨부된 후, 멀티플렉서 (1120) 의 출력은 사용되는 레이트

집합에 따라 세개의 콘볼루션 인코더 (1130) 중의 하나에 교대로 제공된다. 레이트집합 1 콘볼루션 인코더는 제한길이 9,

레이트 1/3 콘볼루션 인코더이다. 레이트집합 2 콘볼루션 인코더는 제한길이 9, 레이트 1/2 콘볼루션 인코더이다. 레이트

집합 3, 4, 5, 6 콘볼루션 인코더는 제한길이 9, 레이트 1/4, 콘볼루션 인코더이다. 3개의 인코더 (1130) 에 대한 발생기

기능은 아래 표 22 에 도시되어 있고, 인코더에 대한 최소 자유거리는 아래 표 23 에 도시되어 있다.

[표 22]

리버스링크 콘볼루션 인코더 발생기

 심볼  발생기 함수(8진수)   

 
레이트집합

1

레이트집합

2

레이트집합

3, 4, 5, 6

 0  557  0753  0765

 1  663  0561  0671

 2  711   0513

 3    0473

[표 23]

리버스링크 컨볼루션 인코더 최소자유거리

레이트집합

1

레이트집합

2

레이트집합

3, 4, 5, 6

 18  12  24

인코더 (1130) 는 인코더상태를 0 으로 초기화하고 모든 블록을 8bit 0 인코더 테일로 테일링함으로써 퍼-블록 기초로 블

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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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1130) 의 출력은 심볼 반복유닛 (1140) 에 제공되는데, 이것은 레이트 1/8, 레이트 1/4, 레이트 1/2, 레이트 1, 레

이트 2, 레이트 4, 레이트 8 에 대해서 각각 심볼을 64, 32, 16, 8, 4, 2, 1 번 반복한다.

심볼들이 반복된 후, 커버링 유닛 (1150) 에 제공되는데, 레이트집합 3, 4, 5, 6 심볼들은 심볼레이트에서 동작하는 레이트

종속 월시코드로 커버된다. 레이트 종속 월시코드는 Wr/2
r 인데, Wx

n 은 n-ary 월시코드공간의 월시코드 x 를 나타내고,

R 은 심볼반복레이트를 나타낸다. 선택된 월시코드는 64-ary 월시코드공간으로부터 나온다.

레이트집합 2, 4, 6 에 대해, 블록은 레이트집합 1, 3, 5 블록보다 각각 50 퍼센트 더 많은 심볼을 갖는다. 레이트집합 2, 4,

또는 6 블록이 레이트집합 1, 3, 또는 5 블록과 동일한 수의 심볼을 이용하여 전송되도록 심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심볼

스트림은 펑쳐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커버링 유닛 (1150) 의 출력은 펑쳐링 유닛 (1160) 에 제공된다. 펑쳐 유닛 (1160)

에 의해 사용된 펑쳐 패턴은 표 24 에 나타나 있는데, 1 은 심볼의 전송을 의미하고 0 은 심볼의 펑쳐를 의미한다.

[표 24]

리버스링크 인코더 펑쳐패턴

 레이트
펑쳐 패턴

(2진수)

 
레이트집합

1, 3, 5

레이트집합

2

레이트집합

4, 6

 1/8   110101  110110011011

 1/4   110101  110110011011

 1/2   110101  110110011011

 1   110101  110110011011

펑쳐유닛 (1160) 의 출력은 사용되는 레이트집합에 따라 2 개의 인터리버 (1170) 중의 하나에 교대로 제공된다. 레이트집

합 1, 2 인터리버는, 여기 참고로 포함된 IS-95B 표준에 설명된 레이트집합 1, 2 에 대한 인터리버와 동일하다. 레이트집

합 3, 4, 5, 6 인터리버는 128 행 및 48 열을 갖는 비트 리버설 블록 인터리버이다. 인터리버는, 열 카운터를 이용하여 순서

대로 열이 먼저 기입된다. 인터리버는 행 카운터를 이용하여 역순으로 행이 먼저 판독된다. 즉, 행 카운터가

b6b5b4b3b2b1b0 이면, 행 b0b1b2b3b4b5b6 이 판독된다.

인터리버 (1170) 의 출력은 게이트유닛 (1180) 에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 게이트는 레이트집합 3, 4, 5, 6 에 대해 지원된

다. 프레임이 게이트될 때, 프레임의 두번째 절반내의 심볼들만이 전달된다. 게이트동안, 최대 프레임레이트는 레이트 1/2

이다. 통상, 트래픽 정보 프레임들은, 게이트되는 1/8 프레임을 제외하고, 연속적인 전송을 이용하여 리버스링크상에 전달

된다. 그러나, 레이트집합 3, 4, 5, 6 은 레이트 1/8, 레이트 1/4, 레이트 1/2 프레임만이 전달되는 모드로 커맨드될 수도

있고, 이들은 게이트된 전송을 이용하여 전송된다. 이 모드는 이동국시간이 그 수신기를 재동조하고 다른 주파수 및/또는

다른 기술 (특히 AMPS 및 GSM) 을 이용한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용된다. 탐색을 위해 게이트된 모드로 커맨드된

이동국은, 시작시간 T 에서 시작하여, M 프레임 중의 N 프레임을 게이트하도록 커맨드될 것이다. N 및 M 의 값은 탐색되

는 기술 및 탐색되는 채널수에 따른다. 이 게이트는 포워드 링크 게이트와 동기이다.

도 12 및 13 은, 본 발명에 따른 리버스 링크 파일롯, 제어, 및 트래픽채널을 변조하는 변조기의 2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도 12 및 13 의 변조기에 제공된 리버스 트래픽 채널정보는 인코더 (1100) 의 출력에 대응한다.

본 발명에서, 리버스 링크상의 전력제어 (즉,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전송의 전송전력의 제어) 는 다음과 같이 실행

된다. 기지국은 전력제어그룹에 대해 리버스 파일롯의 파일롯신호 대 간섭비 (Ep/Io) 를 측정한다. 이 값은 임계값과 비교

된다. Ep/Io 값이 임계값 아래로 0.5 데시벨보다 더 크면, 기지국은 파워-업 커맨드 (즉, 이동국은 소정량만큼 그 전송전력

을 증가시켜야 함을 나타내는 커맨드) 를 나타내는 심볼을 이동국에 전송한다. Ep/Io 값이 임계값의 0.5 데시벨 내이면, 기

지국은 전력홀드커맨드 (즉, 이동국이 그 전송전력상수를 유지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커맨드) 를 나타내는 심볼을 이동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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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다. Ep/Io 값이 임계값 위로 0.5 데시벨보다 더 크면, 기지국은 다운 커맨드 (즉, 이동국이 소정량만큼 전송전력을

감소시켜야 함을 나타내는 커맨드) 를 나타내는 심볼을 이동국에 전송한다. 파워 업, 파워 다운, 및 파워 홀드커맨드는 상

술한 포워드 링크 전력제어 서브채널상의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다.

이동국은 최소 전송전력을 발생시키는 수신된 전력제어 커맨드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액션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임의의 기지국이 다운커맨드를 이동국에 전송하면, 이동국은 그 전송전력을 낮출것이다. 임의의 기지국이 홀드 커

맨드를 전송하고 어느 기지국도 다운커맨드를 전송하지 않으면, 이동국은 그 전송전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기지

국이 업 커맨드를 전송하면, 이동국은 그 송신기의 전송전력을 높일 것이다.

상술한 실시형태들의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이용 또는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다. 이들 실시형태의

여러 변형도 가능하며, 상술한 원리는 또 다른 실시형태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형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명세서내의 원리와 신규 특징에 부합하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획화된 셀과 연관된 기지국 제어기, 상기 셀의 제 1 섹터와 연관된 제 1 기지국 송수신기, 상기 셀의 제 2 섹터와 연관된

제 2 기지국 송수신기, 및 이동국을 구비한 전화시스템에서,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의 전송전력레

벨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이동국에 도달하는 통신신호의 수신신호강도를 결정하는 단계;

(b) 그 수신신호강도에 기초하여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 전력제어값을 전송하는 단계;

(c)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상기 전송된 전력제어값의 수신을 시도함으로써 제 1 수신전력제어값을 발생시키는 단계;

(d)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전송 전력제어값의 수신을 시도함으로써 제 2 수신전력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단계;

(e) 기지국제어기에서, 제 1 수신전력제어값과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송수신기에 대해 공통의 전송전력

값을 계산하는 단계; 및

(f)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공통의 전송전력값에 따라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

터 통신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강도는 예측된 신호대잡음비와 실제의 신호대잡음비 사이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이동국은 수신신호강도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상기 제어기에 더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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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의 전송전력값은 수신신호강도가 유효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리버스 프레임 n 를 갖는 제어기로 전달된 수신신호강도는 포워드 프레임 n+2+Tbackhaul 에 대하여 제 1 기지국 송수신

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 전달된 공통의 전송전력값을 발생시키도록 제어기에 의해 이용되고,

여기서, Tbackhaul 은 기지국 제어기에 의해 발생하는 프레임의 처리지연량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공통의 전송전력값은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 통신신호에 제공된 이득에 대응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c) 는, 제 1 프레임 동안, 제 1 수신전력제어값에 따라 제 1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 통신신호의 이득을 조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단계 (f) 는, 제 1 프레임에 후속하는 제 2 프레임 동안, 공통의 전송전력값과 제 1 수신전력제어값 사이의 차이에 따라 제

1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 통신신호의 이득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단계 (d) 는, 제 1 프레임 동안, 제 2 수신전력제어값에 따라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 통신신호의 이득을 조정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단계 (f) 는, 제 1 프레임에 후속하는 제 2 프레임 동안, 공통의 전송전력값과 제 2 수신전력제어값 사이의 차이에 따라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터 송신된 통신신호의 이득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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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화된 셀과 연관된 기지국 제어기, 상기 셀의 제 1 섹터와 연관된 제 1 지지국 송수신기, 상기 셀의 제 2 섹터와 연관된

제 2 기지국 송수신기, 및 이동국을 구비한 셀룰라 통신시스템에서,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의 전송

전력레벨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a) 상기 이동국에 도달하는 통신신호의 수신신호강도를 결정하는 수단;

(b) 그 수신신호강도에 기초하여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 전력제어값을 전송하는 수단;

(c)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전력제어값의 수신을 시도함으로써 제 1 수신전력제어값을 발생시

키는 수단;

(d)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서,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전력제어값의 수신을 시도함으로써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을 발생시

키는 수단;

(e) 제 1 수신전력제어값과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 대한

공통의 전송전력값을 기지국제어기에서 계산하는 수단; 및

(f) 상기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수신된 상기 공통의 전송전력값에 따라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로부

터 통신신호를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구획화된 셀과 연관된 기지국 제어기, 상기 셀의 제 1 섹터와 연관된 제 1 기지국 송수신기, 상기 셀의 제 2 섹터와 연관된

제 2 기지국 송수신기, 및 이동국을 구비한 셀룰라 또는 개인통신시스템에서,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

기의 전송전력레벨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a) 이동국에 도달하는 통신신호의 수신신호강도를 결정하는 이동국내의 프로세서;

(b) 상기 수신신호강도에 기초하여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 전력제어값을 전송하는 송신기;

(c)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전력제어값에 응답하여 제 1 수신전력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제 1 수신기내의 프로세서;

(d)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전력제어값에 응답하여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제 2 수신기내의 프로세서;

(e) 제 1 수신전력제어값과 제 2 수신전력제어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제 1 기지국 송수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에 대

하여 공통의 전송전력값을 발생시키는 기지국 제어기내의 처리회로; 및

(f) 공통의 전송전력값에 따라 통신신호를 전송하는 제 1 기지국 송수신기내의 송신기와 제 2 기지국 송수신기내의 송신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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