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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력제어장치 및 방법

요약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순방향 전력제어장치가, 수신되는 순방향 링크의 특정 공통채널신호를 포

착하는 탐색기와, 적어도 2개의 경로들의 특정 공통채널신호들을 수신하는 핑거들을 구비하고, 핑거들이 각각 해당하

는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특정 공통채널의 신호 및 간섭신호들의 세기를 각각 측정하는 적어도 2개의 신호 및 간섭측

정 핑거들과, 핑거들에서 출력되는 각 경로들의 신호 및 간섭들을 결합하여 다중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대잡음비

를 계산하는 신호대간섭 결합기와, 신호대잡음비를 이용하여 결정된 순방향 링크의 전력제어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

하는 역방향 채널송신기로 구성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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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신호대 잡음비, 송신전력제어, 전송율제어, 저속전력제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전력제어비 측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측정방법을 사용할 때 기지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전력 제어비의 값을 도시하는 도면

도 3a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수신기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는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3

b는 도 3a 중 간섭신호 측정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며, 도 3c는 결합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수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송신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국이 순방향 링크

로 수신되는 신호대간섭비를 측정하여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IMT-2000의 표준안중 하나인 W-CDMA 시스템에서는 저속 송신전력제어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이를 간단

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지국의 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고속의 전력제어를 멈추고 저속 송신전력제어 모드에 들어

갈 수 있다. 이 모드에서는 이동국에게 전송되는 순방향링크의 전력이 이동국이 전송한 전력제어비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다. 이때 순방향링크의 채널은 DPDCCH/DPDCH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동국이 전송할 메시지가 없다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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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링크의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일정시간마다 전력제어비를 전송하기 위해 재개될 수 있다.

현재 상용되고 있는 이동국의 전력제어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동국은 지금 서비스 받고 있는 기지국의

순방향 공통채널의 전력을 측정하여 이를 Q1이라고 한다. 여기서 측정에 사용되는 순방향 공통채널로 순방향링크의 

파이럿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국은 인접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하여, 이 값이 일정 값(Q1/RSEARCH)) 보

다 크다면 이를 Qi(i=2,....,n)로 설정한다. 최종적으로 이동국이 기지국에 전송하는 전력제어정보는 아래 <수학식 1>
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1

(Q1+Q2+........+Qn) / Q1

상기 <수학식 1>과 같은 전력제어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동국의 탐색기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동국의 탐

색기가 모든 인접기지국을 다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탐색기 정보만으로 실제적인 순방향링크의 신호대 잡음비

를 측정해 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역방향링크로 전력제어비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TPC비트들을 사용한다. 한 개의 전력제어비는 한 프레임에 전

송되므로 30(2BIT * 15 SLOT)개의 TPC비트들이 전력제어비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32, 6)의 이중직

교부호(bi-orthogonal code)에서 2 비트를 천공한 부호를 전력제어비를 전송하기 위한 전력제어명령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기지국의 명령에 의해 다시 저속전력제어모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고속전력제어모드를 재개할 수도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전력제어비 측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만일 이동국이 도 1의 빗금친

원 안과 같이 기지국에서 일정거리이내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신호가 너무 크게 

수신되므로 인접기지국의 신호를 포착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상기 이동국이 기지국에 전송하는 전력제어비는 거

의 대부분의 경우 1에 가깝게 된다.

또한 다른 문제점은 다중경로에 의한 영향이다.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순방향링크의 성능은 다중경로 성분이 어떠

한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채널의 경로 수와 경로 간의 전력 분배에 따라 순방향링크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게 된

다. 그러나, 기존의 전력제어비는 이러한 것을 반영할 수 없었다.

도 2에 기존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전력제어비의 값을 기지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그려보았다. 도 2에 도시

한 전력제어비의 값은 앞에서 개시한 <수학식 1>에 역수 값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측정방법은 다중경

로의 변화에 따른 전력제어비를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국은 순방향링크의 성능을 측정하여 이를 기지국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지국은 순방향채널의 데이터율을 변경하거나 이동국의 핸드오프를 지시할 수 있다. 현재 이를 위해 이동국이 측정

하는 값은 전체 수신전력중의 특정 순방향 공통채널의 전력의 비이다. 이때 사용하는 특정 순방향 공통채널로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파일럿신호의 Ec/Io라 한다. 이 값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중경로에

의한 성능의 변화를 반영하기 힘들고, 기지국 가까이 에서는 값의 변화가 거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효율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순방향링크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순방향링크 채널의 저속의 전력제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순방향링 크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

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순방향링크의 데이터율을 가변하는데 있어서 

순방향링크의 채널상황을 기지국에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순방향링크의 데이터율을 가변시킬 수 있도록

순방향링크의 채널상황을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신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인 핸드오프를 수행하도록 판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은 기지국에서 순방향 링크의 송신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동국이 순방향 링크의 순방향 공통채널(PILOT)의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신호대잡음비

를 기지국에 송신하며, 기지국은 상기 수신되는 순방향 링크의 신호대잡음비를 이용하여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채널의

송신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이 수신되는 순방향링크의 신호대 간섭비

를 이용하여 핸드오프를 판정하거나 또는 순방향링크 채널의 데이터율을 변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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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종래의 전력제어비를 측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즉, 종래의 전력제어

비는 이동국이 인접기지국의 신호를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고, 또한 다중경로에 따른 순방향채널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동국의 전력제

어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이동국은 저속전력제어를 위해 순방향공통채널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한다. 이때, 상기 이동

국은 순방향 공통채널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순방향공통채널로 파일럿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도 3a-

도 3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안하는 파일럿 채널의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국 수신기의 구조를 도

시하고 있다.

먼저 도 3a는 이동국의 수신기에서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는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즉, 상기 도 3a는 이동국의 

핑거(finger)의 구조 중 신호대잡음비 측정을 위한 부분만 구현되어 있고 데이터복조부는 없는 형태의 구현 예를 보인

다. 그러나, 이 핑거에 데이터 복조부가 부가되어 정상적인 핑거에 신호 및 간섭값을 측정부가 첨가될 수도 있다. 상기

도 3a의 핑거에는 타임추적부(time tracking)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도 3a를 참조하면, 곱셈기311은 수신되는 신호를 복소 스크램블링 코드(complex spreading code)로 역확산하

여 출력한다. 그리고 곱셈기313은 상기 역확산된 신호에 파일럿채널에 할당된 채널구분부호(channelization code)를

곱하여 파일럿 채널의 신호를 추출한다. 누적기315는 상기 곱셈기313에서 출력되는 파일럿신호를 일정 단위(예를들

면 심볼단위)로 누적하며, 상기 누적기315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제곱기317에서 에너지 값으로 변환된 후 누적기317

을 통해 파일러채널의 신호 전력 Pi로 출력된다.

또한 상기 곱셈기311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간섭신호 측정기321에 인가되어 간섭신호가 추출되며, 누적기323에서 

간섭신호의 전력으로 출력된다. 도 3b는 상기 간섭신호 측정기321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a 및 도 3b를 참조하면, 이동국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기 위한 핑거는 입력신호를 수신한 후 해당하는 경

로의 복소 스크램블링코드로 역확산하며, 상기 역확산된 신호를 파일럿채널의 채널구분부호로 역확산하여 파일럿 채

널의 신호를 추출한다. 이후 상기 역확산된 파일럿채널 신호의 I, Q축을 제곱하여 에너지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더하

여 파일럿채널의 신호크기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파일럿채널의 에너지들을 일정기간동안 비동기 누적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간섭신호 측정기321은 복소 스크램블링코드로 역확산된 신호를 입력하여 해당 핑거의 간섭량을 측정

한다. 그러면 결합기341은 상기 파일럿신호의 전력 Pi와 상기 간섭신호의 전력 Ii를 결합하여 해당하는 경로 i의 파일

럿채널의 신호대간섭비 SIR을 발생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역방향 공통채널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이동국이 프리앰블을 송신하고 기지국이 이를 포착

하여 응답을 한 후, 기지국이 이동국이 사용할 역방향 공통채널 및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의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순

방향 채널을 할당한다. 이런 경우, 상기 이동국은 프리앰블을 송신한 후 기지국으로 채널 할당메세지를 수신하게 되

며, 할당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송신하고, 또한 할당된 순방향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전력제어명령에 따라 상기 역

방향 공통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게 된다.

상기 도 3a와 같은 신호대잡음비를 검출하는 구성을 데이터 채널을 복조하는 핑거에 구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데이터 채널을 복조하는 핑거 외에 다른 핑거를 사용하여 따로 구현할 수도 있다. 도 4는 상기와 같이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는 본 발명의 한 실시 예를 보인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탐색기410은 일반적인 채널 포착(channel acquision)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복조 핑거421

-42N은 수신되는 데이타 채널의 신호를 복조하여 데이터를 발생한다. 데이터 결합기440은 상기 데이터 복조 핑거42

1-42N 들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들을 결합하며, 복호기442는 상기 결합된 데이터신호를 복호하여 출력한다. 신호

레벨 및 간섭량 측정핑거431-43M은 본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수신되는 다중경로 신호의 전력 및 간섭신호의 전력들

을 측정하여 출력한다. 결합기450은 상기 핑거431-43M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전력들 P1-PM 및 간섭신호의 전력들

I1-IM들을 결합하여 신호대간섭비 SIR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신호대간섭 결합기450은 도 3c의 결합기341과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기460은 상기 복호기442 및 신호대간섭 결합기450에서 출력되는 신호들을 수신하여 처

리한다. 특히 상기 제어기460은 상기 신호대간섭비 결합기450에서 출력되는 순방향 링크의 신호대간섭비 SIR을 이

용하여 기지국의 순방향 링크의 채널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정보를 생성한다. 송신기470은 상기 제어기

460에서 출력되는 순방향 링크의 전력제어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송신기470은 역방향 링크의 

채널 송신기들을 포함한다.

상기 도 4에서 데이터 복조 핑거421-42N은 기존의 데이터 채널을 복조하는 핑거를 뜻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은 데이터 복조 핑거들이 N개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신호 및 잡음 측정 핑거431-43M은 데이터 채

널의 복조는 수행하지 않으나 각각 대응되는 다중경로의 파일럿 채널의 신호크기 및 간섭량을 측정하는 부분을 구비

한 핑거를 뜻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데이터 복조 핑거 N개에 이러한 다중경로의 신호성분 및 간섭성분을 측

정하는 핑거431-43M을 추가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다. 그리고 상기 신호크기 및 간섭량을 측정하는 핑거431-43

M은 데이터 채널을 복조하지 않고 해당 다중경로의 신호성분과 간섭성분을 측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핑거로 구성

된다고 가정하였다. 기존의 데이터 복조 핑거 N개 안에는 신호레벨 및 간섭량 측정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기 신호

레벨 및 간섭량 측정핑거431-43M은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채널을 복조하는 N개의 채널에 파일럿 

채널의 신호성분 및 간섭성분을 측정하는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독립된 M개의 핑거로만 다중경로의 신호성분 및 간

섭성분을 측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구현 예에서는 상기 신호레벨 및 간섭량 측정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복조 핑거 N개와 데이터 

복조기능이 없이 독립된 다중경로의 신호성분과 간섭성분을 측정하는 핑거M개를 가지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각 핑

거 431-43M은 도시하지 않은 시간추적기를 구비할 수 있으며, 이는 탐색기에서 찾아준 복소 스크램블링 코드의 타

이밍을 더 세밀하게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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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각의 핑거에서 출력되는 신호 성분 및 간섭성분을 입력으로 하여 순방향공통채널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는 파일럿 채널)의 신호대 간섭비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신호대 잡음비 결합기가 있다.

도 3c에 이러한 핑거에서 수신되는 파일럿채널의 에너지와 간섭량을 바탕으로 순방향링크 파일럿채널의 신호대 간섭

비를 측정하는 결합기341을 보인다. 상기 결합기341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호대 간섭비를 측정할 수 있다.

각 핑거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채널의 신호를 Si라고 하고, 각 핑거의 잡음 측정값을 Ii라고 하면, 한 가지의 신호대 잡

음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SIR1 = (S1+S2+.....+Sn) / (I1+I2+.....+In)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SIR2 = S1/I1 + S2/I2 + ........ +Sn/In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값을 저주파 필터를 통과시켜 긴 시간동안 평균하여 긴 시간동안의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할 수

도 있다.

본 발명과 기존의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방법에서 이동국은 탐색기의 탐색결과를 이용하여 

핑거에 할당하고 핑거가 해당기지국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는 것이다. 탐색기가 신호성분 탐색 및 그 신호의 레벨

을 측정하던 과거와는 달리 탐색기는 탐색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찾아진 다중경로의 신호레벨 및 간섭량은 핑거에서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신호레벨의 측정은 순방향 링크의 파일럿 채널을 측정하여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

였다.

상기한 방법대로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여 기지국에 알린다. 기지국에 알리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대로 역방향 링크

로 전송되는 TPC에 이 정보들을 전송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역방향 링크의 메시지에 이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역방향 공통채널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이동국이 프리앰블을 송신하고 기지국이 이를 포착

하여 응답을 한 후, 기지국이 이동국이 사용할 역방향 공통채널 및 상기 역방향 공통채널의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순

방향 채널을 할당한다. 이런 경우, 상기 이동국은 프리앰블을 송신한 후 기지국으로 채널 할당메세지를 수신하게 되

며, 할당된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송신하고 또한 할당된 순방향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전력제어명령에 따라 상기 역

방향 공통채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게 된다.

도 5에 기지국의 한 구현 예를 보인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복조기520은 역방향 링크로 수신되는 채널신호를 복조하여 출력한다. 제어기510은 기지국의 

채널신호를 송수신하는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상기 제어기510은 상기 복조기520에서 출력되는 이동국의 

신호대잡음비를 분석하여 순방향 링크의 채널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동작을 제어한다.

확산기541은 순방향 공통채널(파일럿 채널) 채널의 송신신호를 해당하는 채널에 할당된 직교부호로 확산하여 출력

한다. 이득제어기543은 해당하는 채널의 이득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확산기541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송신전력을 제

어한다.

채널부호기531은 상기 제어기510에서 수신되는 채널신호를 채널 부호화하여 출력하며, 인터리버533은 상기 채널부

호화된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인터리빙하고, 신호변환기535는 상기 인터리빙된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채널부호기531, 인터리버533 및 신호변환기535는 상기 제어기510에서 출력되는 전송율 제어신호에 의해

결정된 전송율로 채널부호화, 인터리빙 및 신호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확산기537은 상기 신호변환기535에서 출력되

는 신호를 신호를 해당하는 채널에 할당된 채널확산부호로 확산하여 출력한다. 이득제어기539는 상기 확산기537에

서 출력되는 신호를 상기 제어기510에서 출력되는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이득을 제어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이

득제어기539는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신호대잡음비에 의해 결정되는 이득제어신호에 의해 송신되는 채널신

호의 전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산기545는 이득제어기543 및 539에서 출력되는 확산된 채널신호들을 가

산하여 출력한다. 확산기547은 상기 가산된 채널확산신호들 을 PN시퀀스로 확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기지국은 이동국이 전송한 전력제어비를 수신하여 이동국에게 전송하는 순방향

링크의 전력을 바꾼다. 가장 쉬운 구현 예 중 하나가 이동국이 전송한 신호대잡음비에 반비례하도록 기지국의 송신전

력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기지국의 송신전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다.

TX_POWER = 상수 / (이동국이 측정한 SIR)

이 경우에는 도 5의 기지국 제어기510은 이동국에게 전송하는 순방향링크의 이득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기지국의 채널상황 즉, 파일럿 채널의 신호대 간섭비를 이동국의 핸드오프나 순방

향링크의 가변 데이타 전송에 활용한다. 현재의 핸드오프나 순방향링크의 데이터율 변경은 이동국이 파일럿 채널의 

Ec/Io를 측정하여 전송하고 기지국은 이 값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이동국의 핸드오버나 순방향링크의 데이터율을 변

경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일럿 채널의 Ec/Io는 다중경로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인접기지

국을 신호를 포착하여 신호레벨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순방향링크에 고속의 데이터 채널을 허

용하기 하려면 이동국이 기지국에 인접해 있거나, 순방향의 상황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인접기지국의 신호를 포

착하기 어렵고 기존의 탐색방법으로는 다중경로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이동국이 

도 3a-도 3C 와 같은 수신기의 구조로 핑거에서 기지국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고 이를 기지국에 보고하여 기국이 

핸드오프와 순방향채널의 전송율을 변경하는데 판정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도 6에 기지국이 순방향 링크의 데이터율을 제어하는 방법의 한 구현 예를 보인다. 가로축은 이동국이 측정한 순방향

링크의 신호대 간섭비이다. 그리고, 세로축은 기지국이 할당하는 데이터 채널의 전송율이다. 설명의 편의상 두 개의 

데이터 전송율 (전송율1, 전송율 2)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기지국은 두 개의 임계치를 설정한다. 이 임계치를 SIR

_TH2, SIR_TH1라 한다. (SIR_TH2 >= SIR_TH1) 기지국이 낮은 전송율 2로 순방향채널에 전송하고 있다가 이동국

이 SIR_TH2보다 큰 신호대 간섭비를 이동국이 보고하면 전송율1로 높은 전송율로 전송한다. 그리고 높은 전송율1로

전송하다가 이동국이 SIR_Th1이하의 신호대 간섭비를 보고하면 기지국은 전송율 2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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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은 이동국이 자신이 속한 기지국 및 인접한 

기지국들의 신호들을 포착하고 다중 경로 성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기지국은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안정된 신호대잡음비에 의해 순방향 링크 채널의 송신 전력을 정밀하게 제

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대잡음비에 따라 순방향 링크의 전송율을 채널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핸드오프 상황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

수신되는 순방향 링크의 특정 공통채널신호를 포착하는 탐색기와,

적어도 2개의 경로들의 상기 특정 공통채널신호들을 수신하는 핑거들을 구비하고, 상기 핑거들이 각각 해당하는 경

로를 통해 수신되는 특정 공통채널의 신호 및 간섭신호들의 세기를 각각 측정하는 적어도 2개의 신호 및 간섭측정핑

거들과,

상기 핑거들에서 출력되는 각 경로들의 신호 및 간섭들을 결합하여 다중경로들로 수신되는 신호대간섭비를 계산하는

신호대간섭결합기와,

상기 신호대간섭비를 이용하여 결정된 순방향링크의 전력제어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역방향 채널송신기로 구

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공통채널이 파일럿채널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채널송신기가 역방향 전용물리제어채널 송신기이며, 상기 전력제어정보가 TPC를 통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채널송신기가 역방향 전용물리데이타채널 송신기이며, 상기 전력제어정보가 송신되는 

메세지에 포함되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적어도 2개의 경로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및 간섭신호들을 각각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신호들을 결합하여 다중경

로에 대한 신호대간섭비를 계산한 후 이를 기지국에 보고하는 이동국들을 구비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송

율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서 전송되는 신호대간섭비를 수신하는 역방향 채널수신기와,

상기 수신된 역방향 채널신호에서 신호대간섭비를 분리하며, 상기 분리된 신호대간섭비를 미리 설정된 임계값과 비

교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송율을 제어하는 전송율제어기와,

상기 전송제어신호에 의해 송신 메세지의 전송율을 조정하여 송신하는 순방향 채널송신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기지국의 전송율 제어장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이 적어도 2개의 경로들의 특정 공통채널신호들을 수신하는 핑거들을 구비

하여 순방향링크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핑거들을 구동하여 각 경로들로 수신되는 특정 공통채널들의 신호 및 간섭신호의 세기를 각각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핑거들에서 출력되는 각 경로들의 신호 및 간섭들을 결합하여 다중경로들로 수신되는 신호대간섭비를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신호대간섭비를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력제어정보를 결정한 후, 기지국에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이동국의 전력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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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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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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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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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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