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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송율 가변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주변의 전파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대 전송율을 조정하고, 심볼 
에너지를 유지하여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선통신의 음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전송율 가변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3. 본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법에 있어서,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최대 전송율내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
을 낮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한다.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무선통신의 전송율 변경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순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개략적인 구조도.

도 2 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역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개략적인 구조도.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송율 가
변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4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역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송율 가
변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보코더                           111, 210 : 길쌈 부호화기

112, 211 : 심볼 반복기                 113, 212 : 블록 인터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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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중앙처리기                       213 : 왈시 변조기

214 :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           215 : 전파환경 분석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선통신의 음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전송율 가변 방법에 관한 것이
다.

현재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이동통신에서 전송율은 전파환경에 관계없이 중앙처리기가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보코더가 음성량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때, 중앙처리기가 정해주는 전송율은 신호처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최대 전송
율은 1, 최저 전송율은 1/8이다. 그리고, 보코더는 음성량에 따라 정해진 전송율에서 음성 구간은 1(8 
kbps)로, 비 음성 구간은 1/8(800 bps)로, 천이 구간은 1/2(4 kbps)과 1/4(2 kbps)로 한다.

이러한 최대 전송율과 최소 전송율 사이에서 결정된 전송율에 따른 통화는 정상적인 전파환경에서는 문제
없이 좋은 통화 품질을 유지하나, 전파환경이 나쁜 지역에서는 전송오류로 인해 대부분의 프레임이 무시
됨으로 통화 품질이 저하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리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파환경이 나쁜 곳이 많다. 통칭하여 약전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이동전화 통화 품질은 상당히 나쁘다. 특히, 디지털 이동통화의 경우에 비트 
오류율(BER : Bit Error Rate)이 높아짐으로 프레임 데이터를 제대로 복구하기가 어렵다.

즉, 몇 개의 비트에서만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프레임을 쓸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따라서, 약전계에서는 종래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 전송율에 의한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
점이 있었다. 

또한, 코딩된 음성 데이터는 전송을 위해 다시 한 번 채널 코딩이 된다. 이때, 낮은 전송율의 데이터는 
블록 인터리빙하기 전에 반복된다. 즉, 전송율 1/2 일 때는 1번 반복(각 심볼은 2번 연속적으로 발생), 
1/4 일 때는 3번 반복(심볼은 4번 발생), 1/8 일 때는 7번 반복(심볼은 8번 발생)된다. 코드 심볼 반복이 
된 후에 데이터 전송율은 초당 19200인 일정한 변조 심볼율을 갖게 된다. 전송 데이터율이 낮을 때 순방
향 링크에서는 에너지를 낮추어 전송하고, 역방향 링크에서는 반복된 신호중 하나만을 전송한다. 

따라서, 전파환경과 관계없이 전송율을 조정할 경우에 전송율이 낮을 시(1/2, 1/8)에는 데이터를 반복하
지만 송신 전력을 낮추게 되므로 여전히 제대로 복구할 확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주변의 전파환경이 악화되는 경
우에 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송율을 조정하고, 심볼 에너지를 유지하여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무선
통신의 음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전송율 가변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법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
단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최대 전송율내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
으면,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을 낮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
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무선통신 역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법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단
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반복된 데이터들을 송신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및 역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
법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
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최대 전송율내의 음성량에 따라 전
송율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을 낮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 단계;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
값이 소정의 제2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
이면,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
었으면, 반복된 데이터들을 송신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 1 내지 도 4 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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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순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개략적인 구조는, 보코더(110), 길쌈 부호화
기(111), 심볼 반복기(112), 블록 인터리버(113) 및 중앙처리기(114)를 구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코더(110)와 중앙처리기(114)는 8  비트 패러럴 포트를 사용하여 통신한다. 보코더(110)는 
중앙처리기(114)의 명령을 받아 적절한 동작을 취한 후에, 응답을 하는 수동적인 모드로 동작한다. 

중앙처리기(114)가 보코더(110)에게 주는 패킷을 명령 패킷이라 하고, 보코더(110)가 중앙처리기(114)에
게 주는 패킷을 응답 패킷이라 한다.

보코더(110)에 주어지는 명령에는 송신 프레임, 수신 프레임, 초기화, 자체 검사, 절전 모드, 음 소거 등
의 명령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송신 프레임과 수신 프레임 명령이다. 송신 프레임은 보
코더(110)가 인코딩한 음성 패킷을 상대편 통화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명령이고, 이 때 다음 프레임의 최
대, 최소 전송율을 중앙처리기(114)가 정해준다. 수신 프레임은 수신한 패킷을 디코딩하여 음성 파형으로 
출력하라는 명령이다. 

본 발명에서 제안한 전송율 가변 방법은 송신 프레임 명령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명령 패킷은 전체 바이
트 수, 명령, 최대 전송율, 최소 전송율, 오류 검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최대 전송율은 보통의 경우 
4(전송율 1, 8 kbps)가 되고, 최소 전송율은 1(전송율 1/8, 1 kbps)이다. 전파 환경이 나빠지면, 중앙처
리기(114)는 최대 전송룰을 낮춰 보코더(110)에 명령을 내린다. 보코더(110)는 음성 활성도에 따라 가변
적으로 전송율을 결정하는데, 중앙처리기(114)가 내린 명령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통
화시(사용자가 말 하고 있을 때)에는 거의 최대 전송율이 선택된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여 특별한 장치
의 추가없이 전송율을 바꿀 수 있다.

보코더(110)는 디지털 이동전화에서 음성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장비를 말한다.

부호분할다중접속 방법에서는 가변 데이터율 보코더를 사용한다. 입력 음성 신호는 64kbps 이고, 이를 음
성의 활성도에 따라 8 kbps, 4 kbps, 2 kbps, 1 kbps 중의 하나로 인코딩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 
패킷에 오류 검출 코드(CRC)와 8개의 '0'(tail bits)을 붙여 9.6 kbps, 4.8 kbps, 2.4 kbps, 1.2 kbps 데
이터를 만든다.

길쌈 부호화기(111)는 길쌈 부호화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길쌈 부호화는 아주 강력한 에러 정정 기
법으로 한 비트를 출력하기 위하여 이전의 여러 비트를 연관시킨다. 순방향 링크에서 사용되는 길쌈 부호
화기(111)의 코드율은 R=1/2, 구속장 k=9이다.  코드율 R=1/2라는 것은 n 비트의 입력에 대해 2n비트의 
출력(심볼)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길쌈 부호화기(111)를 거치면 데이터율은 각각 19.2 kbps, 9.6 
kbps, 4.8 kbps, 2.4 kbps가 된다.

심볼 반복기(112)는 길쌈 부호화된 심볼을 음성의 데이터율이 9.6  kbps인 경우에는 반복을 하지 않고, 
4.8 kbps인 경우에는 1번 반복, 2.4 kbps인 경우는 3번 반복, 1.2 kbps인 경우는 7번을 반복하여, 출력을 
19.2 kbps로 통일시킨다. 그리고, 가변율 보코더(110)를 사용하는 이유는 묵음 구간에서 다른 채널로의 
간섭을 줄이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낮은 데이터율일 때는 낮은 전력으로 송신한다.

본 발명에서 제안한 방법은 나쁜 환경일 때에는 전송 에너지를 전송율에 따라 낮추지 않고 동일하게 전송
하는 것이다. 이 때 이러한 동작의 제어는 중앙처리기(114)의 제어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

블록 인터리버(113)는 버스트 에러를 랜덤 에러화하기 위해 블록 인터리빙을 수행한다.

중앙처리기(114)는 송신 및 수신을 제어할 뿐만아니라 본 발명과 관련되어서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수신대
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로부터 전파환경 결정값을 계산하여, 계산된 전파환경 결정값으로
부터 전파환경의 상태를 인식하여, 전파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최대 전송율을 낯추는 명령을 보코더
(110)에 내리고, 심볼 반복기에 정상 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도 2 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역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역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개략적인 구조는, 길쌈 부호화기(210), 심볼 
반복기(211), 블록 인터리버(212), 왈시 변조기(213),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214) 및 전파환경 분석기
(215)를 구비하고 있다. 

먼저, 길쌈 부호화기(210)는 입력받은 역방향 정보 비트의 길쌈 부호화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역방향에서
는 코드율 R=1/3, 구속장 K=9인 인코더를 사용한다. 따라서, 코드율 R이 1/3임으로 순방향보다 높은 데이
터율을 가진다.

심볼 반복기(211)는 입력되는 심볼을 반복하는 장치로서, 28.8 ksps를 가지는 출력신호를 발생시킨다.

블록 인터리버(213)는 버스트 에러를 램덤 에러화하는 블록 인터리빙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왈시 변조기(213)는 왈시 변조를 수행하는 장치로, 64-ary 직교변조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각 6개의 코드 
심볼에 대해 64개의 가능한 변조심볼중에 하나를 전송한다. 변조 심볼은 왈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64개의 상호 직교인 파형중의 하나이다.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214)는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는 장치로서, 정상동작 환경(전송율 모드 
0)에서 왈시 변조기(213)을 거친 역방향 통화 채널의 블록 인터리버(212)의 출력을 입력받아 데이터 버스
트 랜덤화를 수행하며, 그 일예로 전송속도가 9600 bps인 경우에는 블록 인터리버(212)에서 출력되는 모
든 심볼을 전송하고, 4800 bps일 때는 블록 인터리버(212)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반만 전송한다. 

이러한 개폐 처리 과정은 20 ms 프레임을 전력제어 그룹이라 부르는 폭 1.25 ms인 16개의 등간격으로 나
누어 동작한다. 따라서, 어떤 전력제어 그룹은 전송되고, 다른 전력 제어 그룹은 전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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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파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전파환경 분석기(215)로부터 입력받은 제어신호에 따라 모든 전력제
어 그룹을 다 전송한다. 즉,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214)에서 시간 필터링은 전구간 통과 필터링을 수행
한다. 이렇게하여 나쁜 전파 환경에서 송/수신 에러를 최소화한다.

전파환경 분석기(215)는 외부로부터 측정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입력받아 전파환경을 분석하고, 분석결
과에 따른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214)로 출력한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순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전송율 가변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순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전송율 가변 방법은, 먼저 중앙처리기가 수신
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
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 등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한다(301). 일예로, 하나의 의
사잡음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이 -12db이고, 프레임 오류율이 5%인 경우를 상정한다. 

이후에, 중앙처리기가 전파환경 결정인자로부터 전파환경 결정값을 계산하고(302), 소정의 제1 임계치보
다 큰지를 판단한다(303). 

여기서, 전파환경 결정값은 상기의 인자들로부터 일정한 함수를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일예로 전파환경 
결정 함수 f(Ec/Io, FER)는 (수학식 1)로 나타낼 수도 있다.

상기 (수학식 1)에서 구한 값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전파환경을 판단한다.

상기 예에서 전파환경 결정값은 18이고, 제1 임계치는 23이라고 가정한다.

판단 결과,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크지 않으면 정상동작 환경으로 인식하고, 최대 전송율을 1로 놓고 최
소 전송율을 1/8로 한 후에(315), 중앙처리기가 명령신호를 생성하여 보코더로 출력한다. 상기 예에서 전
파환경 결정값이 제1 임계치보다 크지 않음으로 상기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후에,  보코더가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최대  전송율내에서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고
(316), 결정된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317), 출력한다.

다음에, 음성량에 따라 결정된 데이터를 심볼 반복기가 입력받으면 전송율에 따른 반복을 한 후에, 전송
율에 따른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고(318), 중앙처리기가 최대 전송율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
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수신하는 과정(301)부터 반복한다.  

한편 판단 결과,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크면 전파환경 악화로 인식하고 5프레임동안 최대 전송율을 1/2
로 한 후에(304), 중앙처리기가 명령신호를 생성하여 보코더로 출력한다.

이후에,  보코더가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최대  전송율내에서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고
(305), 결정된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306), 출력한다.

다음에, 음성량에 따라 결정된 데이터를 심볼 반복기가 입력받으면 전송율에 따른 반복을 한 후에, 최대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고(307), 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
사잡음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 등 
전파환경 결정 인자를 수신한다(308).

이후에, 중앙처리기가 전파환경 결정 인자로부터 전파환경결정값을 계산하고(309), 소정의 제2 임계치보
다 큰지를 판단한다(310). 일예로 제2 임계치는 30이 된다.

판단 결과, 소정의 제2 임계치보다 크지 않으면 전파환경 결정값이 제1 임계치보다 큰지여부를 판단하는 
과정(303)부터 반복하고, 소정의 제2 임계치보다 크면전파환경 악화로 인식하고 5프레임동안 최대 전송율
을 1/4로 한 후에(311), 중앙처리기가 명령신호를 생성하여 보코더로 출력한다.

이후에,  보코더가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최대  전송율내에서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고
(312), 결정된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313), 출력한다.

다음에, 음성량에 따라 결정된 데이터를 심볼 반복기가 입력받으면 전송율에 따른 반복을 한 후에, 최대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고(314), 중앙처리기가 최대 전송율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
한  하나의  의사잡음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수신하는 과정(301)부터 반복한다.  

도 4 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역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전송율 가변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역방향 부호분할다중접속 채널의 전송율 가변 방법은, 전파환경 분석기가 수신
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
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수신한다(401). 일예로 하나의 의사잡음칩 주기동안 누적
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을 -10db이라 하고, 프레임 오류율을 4%라 한다.

이후에, 수신된 인자들로부터 전파환경 결정값을 계산하여(402), 전파환경 결정값이 제3 임계치보다 큰지
를 판단한다(403). 상기 예에서 전파환경 결정값은 4-(-10)=14로 그 값은 14가 된다. 그리고, 제3 임계치
를 역방향 채널임으로 10이라고 가정한다.  

판단 결과, 제3 임계치보다 크면, 전파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비데이터 버스트 랜덤화 수행 명

11-4

1019980021817



령을 생성하여 송신한다(404). 상기 예에서는 제3 임계치보다 전파환경 결정값이 큼으로 상기의 과정을 
수행한다. 

이후에,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는 비데이터 버스트 랜덤화 수행 명령을 수신하면, 반복된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는 비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고(405), 전파환경 분석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
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수신하는 과정(401)부터 반복한다.

한편, 판단 결과, 제3 임계치보다 작으면 정상 전파환경으로 인식하여,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는 
명령을 생성하여 송신한다(406).

이후에,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기는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 명령을 수신하면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 즉 입
력받은 심볼 중에 일정량을 통과시키는 시간 필터링을 수행한다(407).

다음에, 전파환경 분석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수신하는 과정(401)부터 반
복한다.

한편, 정상 동작 상황에서 전파 환경 분석은 매 20프레임마다 한 번씩 수행하며, 나쁜 전파환경에 따른 
전송율 결정모드에서는 매 5프레임마다 수행된다. 그리고, 전파환경분석을 수행하지 않는 프레임들은 이
전 프레임의 값을 따른다.

또한, 전파환경분석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
럿 에너지와의 비율(Ec/Io)과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비트 오류율
(BER : Bit Error Rate)등 다른 인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
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
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약전계에서 음질 저하를 막아 정상 환경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통화
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의 커버리지(coverage)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법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1 단
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최대 전송율내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을 낮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다시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2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상기 제1 단계의 판단 과정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상기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을 다시 낮
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
하는 제 6 단계 

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
지와의 비율과 프레임 오류율을 수신하는 제 7 단계;

상기 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에서 프레임 오류율을 감산하여 전파환경 결정값을 구하는 제 8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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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상기 제2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9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단계는,

상기 소정의 프레임동안 최대 전송율을 다시 낮춘 후에, 상기 중앙처리기가 명령신호를 생성하여 보코더
로 출력하는 제 10 단계;

상기 보코더가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최대 전송율내에서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는 제 11 
단계; 및

결정된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 최대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12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과 프레임 오류율을 수신하는 제 13 단계;

상기 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에서 프레임 오류율을 감산하여 상기 전파환경 결정값을 구하는 제 14 단계; 및

전파환경 결정값이 상기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15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최대 전송율과 최소 전송율을 소정의 값으로 한 후에, 상기 중앙처리기가 명령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보코
더로 출력하는 제 16 단계;

상기 보코더가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최대 전송율내에서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는 제 17 
단계; 및

결정된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율에 따른 송신 출력으로 송출한 후에, 상기 제 1 단계부
터 반복 수행하는 제 18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소정의 프레임동안 최대 전송율을 낮춘 후에, 상기 중앙처리기가 명령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보코더
로 출력하는 제 19 단계;

상기 보코더가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수신된 최대 전송율내에서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는 제 20 
단계; 및

결정된 전송율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여 최대 송신 출력으로 송출하는 제 21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8 

무선통신 역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법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1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반복된 데이터들을 송신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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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
지와의 비율과 프레임 오류율을 수신하는 제 4 단계;

상기 중앙처리기가 수신대역폭내의 총전력 스펙트럼에 대한 하나의 의사잡음 칩 주기동안 누적된 파일럿 
에너지와의 비율에서 프레임 오류율을 감산하여 상기 전파환경 결정값을 구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전파환경 결정값이 상기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10 

무선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및 역방향 채널에 적용되는 전송율 가변 방법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1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1 단
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최대 전송율내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2 단계;

상기 제 1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을 낮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제 3 
단계;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2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4 단
계;

상기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데이터 버스트 랜덤화를 수행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반복된 데이터들을 송신하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전파환경 결정인자를 다시 수신하여 구한 전파환경 결정값이 소정의 제3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제 
7 단계;

상기 제 7 단계의 판단 결과, 전파환경이 정상이면, 상기 제1 단계의 판단 과정부터 반복 수행하는 제 8 
단계; 및

상기 제 7 단계의 판단결과, 전파환경이 악화되었으면, 상기 소정의 프레임 동안 최대 전송율을 다시 낮
춘 후에, 낮추어진 최대 전송율의 음성량에 따라 전송율을 결정하여 최대의 송신 출력으로 데이터를 송신
하는 제 9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전송율 가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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