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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전력제어 장치 및 방법

요약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가 트래픽채널상의 신호에너지와 동기채널상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하여 수신신호 대 간섭 

비(SIR)를 계산하고, 이 계산결과와 기준값을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해 기지국으로 전송

하는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장치의 의사잡음(PN) 역확산기는 수신신호와 고유의 PN부호를 승산하여 P

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직교부호 역확산기는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트래픽채널 직교부호

를 각각 승산하여 제1 및 제2 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

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계산부는 상기 측정된 신호에

너지와 상기 간섭에너지를 입력하고 이들로부터 SIR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SIR은 미리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된 

후 그 비교결과가 기지국으로 전송됨에 따라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에 이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순방향 전력제어, 신호에너지(전력), 간섭에너지(전력), 신호 대 간섭비(SIR)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신호 대 간섭비(SIR) 계산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신호에너지 및 간섭에너지 측정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등록특허  10-0416973

- 2 -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SIR 계산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SIR 계산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SIR 계산 장치에 의해 계산된 SIR 값을 처리하여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로

서 제공하는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전력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반송파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순

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DMA2000 시스템과 같은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각 채널들을 구별하기 위해 직교부호(orthogonal code)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직

교부호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이 다중경로(multi-path)가 없는 채널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직

교부호를 사용하는 채널들간에 간섭(interference)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이 다중경로 채널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경로의 지연으로 전파되는 신호성분에서 

각 채널들간의 직교성은 유지되지 않으며, 각 핑거(finger)들에 입력되는 신호의 일부가 간섭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

실 이러한 간섭성분들을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SIR: Signal to Interference Ratio)(또는 SNR(Signal to Noise Ra

tio)) 값을 측정하면, 순방향 전력제어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말기의 수신 SIR 값을 기

지국이 알면 기지국은 단말기로 보내는 송신전력을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말기의 수신 SIR 값이

작은 경우 기지국은 단말기의 수신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후 특정 단말기로 보내는 송신전력을 높일 것이고

, 이와 달리 단말기의 수신 SIR 값이 큰 경우 기지국은 단말기의 수신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 후 특정 단말기로 보

내는 송신전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보면 특정 단말기에 할당되는 기

지국 송신전력의 양을 줄임으로써 전력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일예로, 단말기의 수신 SIR값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지국으로 송신하여 순방향 전력을 제어하는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상

기 도 1에 도시된 구성은 1996년 9월 24일자로 등록된 미합중국 특허번호(USP Pat. No.) 5,559,790호, 제목 "Sprea

d Spectrum Communication System and Transmission Power Control Method therefor"하의 Fig. 2에 도시된 구

성과 동일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한편,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순방향 전력제어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SIR 값의 측정을 위해서 간섭(잡음) 신호 

전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CDMA2000 시스템과 같이 다수의 캐리어(carrier)가 존

재하는 통신시스템(이하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multi-carrier communication system)"이라 칭함)에서 크게 대두

된다. 왜냐하면,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에서는 캐리어별로 받는 채널의 영향이 달라짐에 따라 간섭 신호전력도 캐리

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기 도 1에 도시된 순방향 전력제어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캐리어만이 존

재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지, 멀티캐리어가 존재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를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해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아

니할 수 없다.

게다가, 상기 도 1에 도시된 순방향 전력제어 시스템은 SIR 값을 측정하기 위해 파일럿채널과, 특정 채널의 신호에 대

한 역확산, 누적 및 제곱 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채널 활용의 측면에서 낭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 1에서 PN발생기 305에 의해 역확산된 신호는 직교부호 발생기 306에 의해 발생된 직교부호 W N 과 승산기(Mul

tiplier) 310에 의해 승산된 후 직교부호 역확산된 신호로서 출력된다. 상기 직교부호 역확산신호는 누적기(Accumul

ator) 311에 의해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누적되고, 제곱기(Square Unit) 312에 의해 제곱 처리된 후 S/N비(Ratio) 측

정부(Measuring Unit) 316의 제2단자로 인가된다. 이렇게 S/N비 측정부 316의 제2단자로 인가되는 신호는 잡음전

력 신호로서, 이 잡음전력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 직교부호 발생기 306은 기지국측에서 송신신호의 변조동작시 사용

하지 않은 특정한 직교부호를 반드시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도 1에 도시된 순방향 전력제어 시스템은 잡음전력 값을 측정하기 위해 파일럿채널(엠티 채널(Empty Cha

nnel))의 신호에 대한 역확산, 누적 및 제곱 처리를 행하게 된다. 이때 측정되는 잡음전력 값은 일반적으로 파일럿 채

널로부터 측정된 신호전력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두 값의 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전력제어의 동작을 행하

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순방향 전력제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에서 채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순방향 전력제어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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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에서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신호에너지 및 간섭에너지를 측

정하여 SIR을 계산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별도의 직교부호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잡음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가 트래픽채널상의 신호에너지와 동기채널상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하여 수신신호 대 간섭 비(SIR)를 계산하고, 이 계산결과와 기준값을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순방

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해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상기 장치의 의사잡음(PN) 역확산기는 수신신호와 고유의 PN부호를 승산하여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직교부

호 역확산기는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각각 승산하여 제1 및 제2 직교

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간

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전력

제어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계산부는 상기 측정된 신호에너지와 상기 간섭에너지를 입력하고

이들로부터 SIR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SIR은 미리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된 후 그 비교결과가 기지국으로 전송

됨에 따라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에 이용될 수 있다.

상기 PN 역확산기는, 상기 PN부호를 발생하는 PN발생기와, 상기 수신신호와 상기 PN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PN 역

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승산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직교부호 역확산기는, 상기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상기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발생하는 직교부호 발생기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상기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상

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제1승산기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상기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제2승산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

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여 상기 간섭에너지를 측정

하는 제곱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

호중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상기 신호에너지로 측정하는 전력제어비트 추출

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상기 전력제어비

트의 위치를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기로 알려주어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 동작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롱코드 발

생기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간섭에너지 및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 동작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

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우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에서 트래픽채널상에서 신호에너지를 측정하고, 동기채널상에서 잡음에너

지를 측정한 후 신호 대 잡음비(SIR)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SIR을 미리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한 후 그 비교결과를 기

지국으로 전송함으로써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이 수행되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

러한 본 발명은 또한 다수의 캐리어들을 지원하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단말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의 캐

리어들을 지원하며 다수의 핑거들을 구비하고 있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단말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호에너지

및 잡음에너지를 측정하여 SIR을 계산하는 장치는 도 2,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현될 수 있으며, 이 장치

들에 의해 계산된 SIR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요소들에 의해 처리되고, 단말기의 송신단(부호기)으로 제공된

후 기지국으로 전송됨으로써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신호 대 잡음비(SIR) 계산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장치는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의 내부에 구현된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SIR계

산 장치는 트래픽(Traffic)채널상의 역확산 신호로부터 신호에너지를 측정하고, 동기(Sync)채널상의 역확산 신호로

부터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직교부호 발생기 306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3가지의

직교부호를 발생시킬 필요없이, 단지 2가지의 직교부호만을 발생시키면 되는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안테나 301에 의해 수신된 신호는 써큘레이터(Circulator) 302를 거쳐 무선주파수 처리부 30

3으로 입력되고, 기저대역 대역확산신호(base band spread spectrum signal)로 변환된다. 상기 기저대역 대역확산

신호는 승산기 304로 입력된다. 승산기 304는 상기 입력된 기저대역 대역확산신호와 의사잡음(PN: Pseudo Noise)

부호 발생기 305에 의해 발생된 PN부호를 승산하고,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PN부호 발생기 305

에 의해 발생되는 PN부호는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신호이고, 상기 승산기 304와 PN부호 발생기 305는 수

신신호와 고유의 PN부호를 승산하여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PN 역확산기로서 동작한다.

승산기 1313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직교부호 발생기 306에 의해 발생된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고, 동기채

널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승산기 307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직교부호 발생기 306에 의해 발생된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고,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직교부호 발생기 306은 동기채널 및 트래픽채널을 

각각 구분하기 위한 왈시부호(Walsh Code)와 같은 직교부호들을 발생한다. 상기 승산기들 1313,307과, 직교부호 발

생기 306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각각 승산하여 제1(동기채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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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트래픽채널) 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직교부호 역확산기로서 동작한다.

누적기 308은 상기 제2 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한다. 전력제어(PC: Power Control)비트 추출기 360은 롱코드

(long code) 발생기 350에 의해 발생된 롱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누적기 308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PC비트

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PC비트의 값을 신호에너지로 측정한다. 즉, 상기 누적기 308, 롱코드 발생기 350 및 PC비트 

추출기 360은 상기 제2 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신호에

너지를 측정하는 신호에너지 측정부로서 동작한다. 이러한 신호에너지의 측정 동작은 하나의 전력제어군(PCG: Pow

er Control Group)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부에 의한 신호에너지의 측정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PC비트는 기지국이 전력제어의 동작을 위해 단말기로 전송하는 신호에 실어 보내는 비트로, 이 PC비트의 값은 

데이터 레이트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정확한 신호에너지(전력)를 측정하기 위해 

다른 비트 대신에 PC비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PC비트는 2비트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PC비트의 위치는 

롱코드(Long Code)에 의해 알 수 있다. 상기 PC비트 추출기 360은 PC비트 추출시 롱코드 발생기 350에 의해 발생

된 롱코드를 이용한다. 상기 롱코드 발생기 350에 의해 발생된 롱코드는 상기 누적기 308에 의해 누적된 결 과신호중

에서 PC비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코드이다.

누적기(Accumulator) 1314는 상기 제1 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한다. 간섭에너지 처리부 340은 상기 누적기 1

314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

여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제곱기로 구성된다. 즉, 상기 누적기 1314 및 간섭에너지 처리부 340은 상기 제1 직교부

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간섭에너지 측정부로서 동작한다. 이러한 간

섭에너지의 측정 동작은 하나의 전력제어군(PCG)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부에 의한 간섭에너지의 측정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기채널 직교부호에 의해 역확산된 제1 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는 인접한 두 심볼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왜냐

하면, 동기채널의 변조된 데이터 레이트는 일반적인 트래픽채널의 변조된 데이터 레이트보다 4배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지국에서 동기채널을 전송할 때 I,Q로 나누어진 것을 고려하면, 결국 I암(arm)이나 Q암에 있는 인접한 두

심볼은 트래픽채널의 데이터 레이트와 같은 상태에서 관찰했을 때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만약, 간섭이 없다

면 이론적으로 두 심볼의 차이는 없으므로 인접한 두 심볼을 감산하여 제곱을 하면 "0"이 나오지만, 간섭이 있는 일반

적인 경우에는 인접한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여 제곱을 하더라도 "0"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 성분을 이용하여 현재 수

신되고 있는 신호의 간섭에너지(전력)를 알 수가 있다. 이때 간섭에너지는 하나의 전력제어군 동안에 수신된 모든 동

기채널 심볼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호전력을 구할 때에도 하나의 전력제어군 동안에 수신된 모

든 트래픽채널 심볼중에서 전력제어비트의 값만 뽑아내서 계산하기 때문에 1 전력제어군의 평균 SIR 값은 두 값을 그

대로 나누면 바로 얻어지게 된다.

복호기 309는 상기 누적기 308에 의해 누적 처리된 트래픽 채널상의 신호를 복호화하고, 수신데이터를 출력한다.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부 및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부에 의해 각각 전력제어군 단위로 측정된 간섭에너지 및 신호에너

지는 SIR계산부 370으로 입력된다. 상기 SIR계산부 370은 상기 신호에너지를 상기 간섭에너지로 제산함으로써 SIR(

Signal-to-Interface Ratio)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SIR은 미리 설정된 기준값과 비교되고, 그 비교결과는 

송신단으로 제공되어 송신데이터와 멀티플렉싱(다중화)된 후 기지국으로 전송되어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을 가능하

게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신호에너지 및 간섭에너지의 측정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신호에너지 및 간섭에너지의 측정 동작은 하나의 전력제어군(PCG: Power Control Group)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기 전력제어군은 전송율 집합(RS: Rate Set) 1의 경우 1.25ms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심볼은 64

칩으로 이루어지고, 4개의 심볼은 256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호에너지 측정부의 누적기 308은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고, PC비트 추출기 360은 상기 누적기 308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PC비트를 추출 하고, 이 추출된 PC비트의 값으로부터 하나의 전력제어군내의 신호에너

지 E SIGNAL 을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의 누적기 1314는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고, 감산기는 상기 누적기 1314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고, 제곱기는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여 하나의 전력제어

군내의 간섭에너지 E INTERFERENCE 를 측정한다. 이때 상기 감산기에 의한 감산은 I암 및 Q암 별로 이루어지며, 하나

의 전력제어군을 구성하는 모든 심볼들에 대해 감산동작 및 제곱 동작이 수행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하기의

<수학식 1>과 같다. 여기서, 인접하는 두 심볼은 동일하지 않고(I ≠I', Q ≠Q'), n은 심볼의 수를 나타낸다.

수학식 1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SIR 계산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

러한 장치는 다수의 캐리어들을 지원하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단말기의 내부에 구현된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여기서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이 3개의 캐리어(Carrier) CARRIER1∼CARRIER3을 지원하는 경우를 예로 하여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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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다수의 PN 역확산기들 401∼403,411∼413 각각은 캐리어별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

여 다수의 제1 및 제2의 PN 역확산된 신호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캐리어별 수신신호라 함은 도 2의 안테나 301, 써

큘레이터 302 및 무선신호 처리부 303을 거친 캐리어별 수신신호를 의미한다. PN 역확산기들 401∼403은 캐리어별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고, PN 역확산기들 411∼413은 캐리어별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1직교부호 역확산기들 421∼

423은 상기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신호들

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2직교부호 역확산기들 431∼433은 상기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동기채널 직교

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441∼443은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

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캐리어별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신호에너지 측정부 441은 제1캐리어에 대한 트래

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1캐리어의 신호에너지를 측정

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442는 제2캐리어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

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2캐리어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443은 제3캐리어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3캐리어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상

기 각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441∼443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누적기 308과, PC비트 추출기 360으로 이루어지

며, 또한 롱코드 발생기 350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451∼453은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캐리

어별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간섭에너지 측정부 451은 제1캐리어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1캐리어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452는 제2캐리어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2캐리어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453은 제3캐리어에 대

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3캐리어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

정부들 451∼453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누적기 1314와, 간섭에너지 처리부 340(감산기, 제곱기)으로 이루어진

다.

SIR 계산부들 461∼463은 상기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각각과 상기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각각에서 측

정된 캐리어별 신호에너지 및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캐리어별 SIR을 계산한다. 즉, SIR 계산부 461은 신호에너지 

측정부 441에 의해 측정된 제1캐리어에 대한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 측정부 451에 의해 측정된 제1캐리어에 대

한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1캐리어에 대한 SIR1을 계산한다. SIR 계산부 462는 신호에너지 측정부 442에 의해 측

정된 제2캐리어에 대한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 측정부 452에 의해 측정된 제2캐리어에 대한 간섭에너지를 입력

하여 제2캐리어에 대한 SIR2를 계산한다. SIR 계산부 463은 신호에너지 측정부 443에 의해 측정된 제3캐리어에 대

한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 측정부 453에 의해 측정된 제3캐리어에 대한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3캐리어에 대한

SIR3을 계산한다. 상기 SIR 계산부들 461∼463 각각에 의해 계산된 캐리어별 SIR들은 후술될 도 6의 비교기로 인가

되어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을 위해 처리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SIR 계산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장치는 다수의 캐리어들을 지원하고, 다수의 핑거들을 구비하고 있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단말기의 내

부에 구현된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즉, 상기 도 5에 도시된 SIR 계산 장치는 도 4에 도시된 SIR 계산 장치가 핑거(

FINGER)(그룹; GROUP)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장되어 구현된 것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제1그룹(핑거1)의 다수의 PN 역확산기들 501∼506 각각은 캐리어별/제1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1 및 제2의 PN 역확산된 신호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캐리어별 수신신호라 함은 도 2의

안테나 301, 써큘레이터 302 및 무선신호 처리부 303을 거친 캐리어별 수신신호를 의미한다. PN 역확산기들 501∼

503은 캐리어별/제1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고, PN 역확산기

들 504∼506은 캐리어별/제1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

수의 제1직교부호 역확산기들 511∼513은 상기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

하여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2직교부호 역확산기들 514∼516은 상기 다수의 제2 P

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521∼523은 제1핑거에 대한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캐리어별/제1핑거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신호에너지 측정부 521

은 제1캐리어/제1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1캐리어/제1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522는 제2캐리어/제1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

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2캐리어/제1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

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523은 제3캐리어/제1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

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3캐리어/제1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521∼523

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누적기 308과, PC비트 추출기 360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롱코드 발생기 350을 더 포함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524∼526은 제1핑거에 대한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제1핑거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간섭에너지 측정부 524는 제1캐리어/제1핑거에 대한 동기

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1캐리어/제1핑거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5

25는 제2캐리어/제1핑거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2캐리어/제1핑거의 간섭에

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526은 제3캐리어/제1핑거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3캐리어/제1핑거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524∼526은 도 2에 도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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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누적기 1314와, 간섭에너지 처리부 340(감산기, 제곱기)으로 이루어진다.

제2그룹(핑거2)의 다수의 PN 역확산기들 531∼536 각각은 캐리어별/제2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

수의 제1 및 제2의 PN 역확산된 신호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캐리어별 수신신호라 함은 도 2의 안테나 301, 써큘레이

터 302 및 무선신호 처리부 303을 거친 캐리어별 수신신호를 의미한다. PN 역확산기들 531∼533은 캐리어별/제2핑

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고, PN 역확산기들 534∼536은 캐리어

별/제2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1직교부호 역확

산기들 541∼543은 상기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2직교부호 역확산기들 544∼546은 상기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551∼553은 제2핑거에 대한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캐리어별/제2핑거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신호에너지 측정부 551

은 제1캐리어/제2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1캐리어/제2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552는 제2캐리어/제2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

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2캐리어/제2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

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553은 제3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

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3캐리어/제2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551∼553

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누적기 308과, PC비트 추출기 360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롱코드 발생기 350을 더 포함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554∼556은 제2핑거에 대한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제2핑거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간섭에너지 측정부 554는 제1캐리어/제2핑거에 대한 동기

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1캐리어/제2핑거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5

55는 제2캐리어/제2핑거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2캐리어/제2핑거의 간섭에

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556은 제3캐리어/제2핑거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3캐리어/제2핑거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554∼556은 도 2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누적기 1314와, 간섭에너지 처리부 340(감산기, 제곱기)으로 이루어진다.

제3그룹(핑거3)의 다수의 PN 역확산기들 561∼566 각각은 캐리어별/제3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

수의 제1 및 제2의 PN 역확산된 신호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캐리어별 수신신호라 함은 도 2의 안테나 301, 써큘레이

터 302 및 무선신호 처리부 303을 거친 캐리어별 수신신호를 의미한다. PN 역확산기들 561∼563은 캐리어별/제3핑

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고, PN 역확산기들 564∼566은 캐리어

별/제3핑거 수신신호들과 PN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1직교부호 역확

산기들 571∼573은 상기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제2직교부호 역확산기들 574∼576은 상기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한다.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581∼583은 제3핑거에 대한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캐리어별/제3핑거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신호에너지 측정부 581

은 제1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1캐리어/제3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582는 제2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

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2캐리어/제3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

다. 신호에너지 측정부 583은 제3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

터 PC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제3캐리어/제3핑거의 신호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581∼583

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누적기 308과, PC비트 추출기 360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롱코드 발생기 350을 더 포함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584∼586은 제3핑거에 대한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제3핑거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즉, 간섭에너지 측정부 584는 제1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동기

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1캐리어/제3핑거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5

85는 제2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2캐리어/제3핑거의 간섭에

너지를 측정한다. 간섭에너지 측정부 586은 제3캐리어/제3핑거에 대한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제3캐리어/제3핑거의 간섭에너지를 측정한다.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 584∼586은 도 2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누적기 1314와, 간섭에너지 처리부 340(감산기, 제곱기)으로 이루어진다.

SIR 계산부들 591∼599는 각 핑거별로 구비된 신호에너지 측정부들과, 간섭에너지 측정부들중에서 동일한 캐리어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각각 입력하여 캐리어별/핑거별 SIR들을 계산한다. 즉, SIR 계산부 591은 제1캐리어/제1

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1캐리어/제1핑거의 SIR을 계산하고, SIR 계산부 592는 제1캐리어/제

2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1캐리어/제2핑거의 SIR을 계산하고, SIR 계산부 593은 제1캐리어/

제3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1캐리어/제3핑거의 SIR을 계산한다.

SIR 계산부 594는 제2캐리어/제1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2캐리어/제1핑거의 SIR을 계산하고

, SIR 계산부 595는 제2캐리어/제2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2캐리어/제2핑거의 SIR을 계산하

고, SIR 계산부 596은 제2캐리어/제3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2캐리어/제3핑거의 SIR을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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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 계산부 597은 제3캐리어/제1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3캐리어/제1핑거의 SIR을 계산하고

, SIR 계산부 598은 제3캐리어/제2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3캐리어/제2핑거의 SIR을 계산하

고, SIR 계산부 599는 제3캐리어/제3핑거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제3캐리어/제3핑거의 SIR을 계산

한다.

가산기 601은 상기 SIR 계산부들 591∼593 각각에 의해 계산된 각 핑거의 제1캐리어에 대한 SIR을 가산하여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로서 출력한다. 가산기 602는 상기 SIR 계산부들 594∼596 각각에 의해 계산된 각 핑거

의 제2캐리어에 대한 SIR을 가산하여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로서 출력한다. 가산기 603은 상기 SIR 계산

부들 597∼599 각각에 의해 계산된 각 핑거의 제3캐리어에 대한 SIR을 가산하여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

로서 출력한다.

도 6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SIR 계산 장치에 의해 계산된 SIR 값을 처리하여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로

서 제공하는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비교기들 611∼613 각각은 캐리어별로 구해진 평균 SIR 값을 미리 결정된 기준값 SIR_THD

와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멀티플렉서 620으로 출력한다. 이때 각 캐리어별 평균 SIR값이 기준값 SIR_THDD보다 

크면 해당하는 비교기의 출력은 "1"이 되고, 작으면 해당하는 비교기의 출력은 "0"이 된다. 상기 비교기들 611∼613

의 출력은 멀티플렉서 620에 의해 시간 다중화(time multiplexing)된 후 전력제어명령(혹은 전력제어비트)으로서 송

신단으로 인가된다. 송신단에서는 상기 인가된 전력제어명령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호화기(Encoder) 317에 

의해 부호화된 전송데이터와 멀티플렉서(MPX: Multiplexer) 318에 의해 다중화한 후 이 다중화 데이터를 역방향 파

일롯채널(Reverse Pilot Channel)을 통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기지국 은 수신된 순방향 전력제어 명령에

따라 해당하는 캐리어의 송신전력을 적응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채널에 따라서 캐리어 각각의 신

호가 다른 페이딩(fading)을 겪더라도 독립적으로 순방향 전력제어를 할 수가 있어 성능향상을 기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도 6에 도시된 구성은 도 2에 도시된 SIR 계산 장치와 연동되어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비교기만이 구비되면 족하고, 이때 비교기와 멀티플렉서의 동작은 위에서 도 6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수행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수개의 캐리어가 지원하는 CDMA2000과 같은 시스템에서 순방향 전력제어를 구현하

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별도의 직교부호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동기채널상에서 간섭에너

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직교부호 발생에 따라 제한되던 채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

이 있다. 또한 각각의 캐리어별로 독립적으로 SIR 값을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캐리어가 겪는 독립적인 다중경로 페이

딩에 의한 신호전력 감쇄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순방향 전력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한 간섭에너지를 파일럿채널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채널상에서 구하기 때문에 신호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되던 간섭에너지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 순방향 전력제어의 동작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에서의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수신신호 대 간섭 비(SIR)를 계산하는 장치에 있어서,

수신신호와 고유의 의사잡음(PN)부호를 승산하여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PN 역확산기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각각 승산하여 제1 및 제2 직교부호 역확산 신

호를 출력하는 직교부호 역확산기와,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간섭에너지 측정부와,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신호에너지를 측

정하는 신호에너지 측정부와,

상기 측정된 신호에너지와 상기 간섭에너지를 입력하고 이들로부터 SIR을 계산하는 계산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N 역확산기는,

상기 PN부호를 발생하는 PN발생기와,

상기 수신신호와 상기 PN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승산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부호 역확산기는,

상기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상기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발생하는 직교부호 발생기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상기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제1승산기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상기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제2승산기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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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여 상기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제곱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부는,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상기 신호에

너지로 측정하는 전력제어비트 추출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상기 전력제어비트의 위치를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기

로 알려주어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 동작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롱코드 발생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 및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 동작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

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8.
다수의 캐리어를 지원하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단말기에서의 신호 대 간섭 비(SI

R)를 계산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 캐리어별 다수의 수신신호들과 의사잡음(PN)부호를 승산하여 제1 및 제2의 PN 역확산된 신호들을 각각 출

력하는 다수의 제1 및 제2 PN 역확산기들과;

상기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

력하는 다수의 제1직교부호 역확산기들과;

상기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

는 다수의 제2직교부호 역확산기들과;

상기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캐

리어별 신호에너지를 측정하는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과;

상기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과;

상기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 각각과 상기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 각각에서 측정된 캐리어별 신호에너지 및 

간섭에너지를 입력하여 캐리어별 SIR을 계산하고, 이 계산된 SIR들을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로서 출력하

는 신호 대 간섭비 계산부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 PN 역확산기들은,

상기 PN부호를 발생하는 PN발생기와,

상기 각 수신신호들과 상기 PN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는 승산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 신호에너지 측정부들은,

상기 각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캐리어별 신

호에너지로 측정하는 전력제어비트 추출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상기 전력제어비트의 위치를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

기로 알려주어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 동작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롱코드 발생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

R 계산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은,

상기 각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제곱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

산 장치.

청구항 13.
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 및 상기 신호에너지 측정동작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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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캐리어들을 지원하며, 다수의 핑거들을 구비하고 있는 멀티캐리어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전력제어 장치에 있

어서:

상기 각 핑거별로 구비되며, 상기 각 캐리어별 다수의 수신신호들과 의사잡음(PN)부호를 승산하여 제1 및 제2의 PN 

역확산된 신호들을 각각 출력하는 다수의 제1 및 제2 PN 역확산기들과;

상기 각 핑거별로 구비되며, 상기 다수의 제1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트

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는 다수의 제1직교부호 역확산기들과;

상기 각 핑거별로 구비되며, 상기 다수의 제2 PN 역확산 신호들 각각과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다수의 동기

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는 다수의 제2직교부호 역확산기들과;

상기 각 핑거별로 구비되며, 상기 다수의 트래픽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전력

제어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캐리어별 신호에너지를 측정하는 다수의 신호에너지 측정부들과;

상기 각 핑거별로 구비되며, 상기 다수의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 각각을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 간섭

에너지를 측정하는 다수의 간섭에너지 측정부들과;

상기 각 핑거별로 구비된 신호에너지 측정부들과 간섭에너지 측정부들중에서 동일한 캐리어의 신호에너지와 간섭에

너지를 각각 입력하여 캐리어별/핑거별 신호 대 간섭비(SIR)를 계산하는 다수의 신호 대 간섭비 계산부들과;

상기 다수의 신호 대 간섭비 계산부들 각각에 의해 계산된 캐리어별/핑거별 SIR들을 가산하여 캐리어별 SIR을 출력

하는 다수의 가산기들과;

상기 각 캐리어별 SIR과 미리 설정된 기준값을 비교하고, 이 비교결과신호들을 출력하는 다수의 비교기들과;

상기 각 비교기들의 출력들을 멀티플렉싱하고, 이 멀티플렉싱 결과를 순방향 전력제어 동작을 위한 정보로서 출력하

여 기지국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멀티플렉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 PN 역확산기들은,

상기 PN부호를 발생하는 PN발생기와,

상기 각 수신신호들과 상기 PN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PN 역확산 신호들을 출력하는 승산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 신호에너지 측정부들은,

상기 각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캐리어별 신

호에너지로 측정하는 전력제어비트 추출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상기 전력제어비트의 위치를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

기로 알려주어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 동작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롱코드 발생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은,

상기 각 동기채널 역확산 신호들을 누적하는 누적기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는 감산기와,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여 캐리어별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제곱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제

어 장치.

청구항 19.
제16항 또는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에너지 및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동작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20.
이동통신 시스템의 단말기에서의 순방향 전력제어를 위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신신호와 고유의 의사잡음(PN)부호를 승산하여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a)과정과,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각각 승산하여 제1 및 제2 직교부호 역확산 신

호를 출력하는 (b)과정과,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감산 및 제곱 처리하여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c)과정과,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로부터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추출하여 신호에너지를 측

정하는 (d)과정과,

상기 측정된 신호에너지와 상기 간섭에너지를 입력하고 이들로부터 SIR을 계산하는 (e)과정과,

상기 계산된 SIR과 미리 설정된 기준값을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순방향 전력제어 명령으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

f)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a)과정은,

상기 PN부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신호와 상기 PN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PN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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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b)과정은,

상기 동기채널 직교부호 및 상기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상기 동기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PN 역확산 신호와 상기 트래픽채널 직교부호를 승산하여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c)과정은,

상기 제1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는 단계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 인접하는 두 심볼의 값을 감산하는 단계와,

상기 감산기의 감산결과를 제곱 처리하여 상기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d)과정은,

상기 제2직교부호 역확산 신호를 누적하는 단계와,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전력제어비트의 값을 상기 신호에

너지로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누적기에 의해 누적된 결과신호중에서 상기 전력제어비트의 추출을 위한 위치는 롱코드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6.
제23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c)과정 및 상기 (d)과정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7.
제20항 내지 제25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a)과정 내지 상기 (f)과정은 캐리어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

는 처리 방법.

청구항 28.
제20항 내지 제25항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a)과정 내지 상기 (f)과정은 캐리어별/핑거별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처리 방법.

청구항 2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부는, 수학식 (여기서, PCG는 전력제어군

이고, n은 하나의 전력제어군에 포함되는 심볼그룹들의 수이고, I와 I'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I암 두 심볼

들이고, Q와 Q'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Q암 두 심볼들.)에 의해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30.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은, 수학식 (여기서, PCG는 전력

제어군이고, n은 하나의 전력제어군에 포함되는 심볼그룹들의 수이고, I와 I'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I암 

두 심볼들이고, Q와 Q'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Q암 두 심볼들.)에 의해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31.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동작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SIR 계산 장치.

청구항 32.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각 간섭에너지 측정부들은, 수학식 (여기서, PCG는 전력

제어군이고, n은 하나의 전력제어군에 포함되는 심볼그룹들의 수이고, I와 I'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I암 

두 심볼들이고, Q와 Q'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Q암 두 심볼들.)에 의해 간섭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33.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 측정동작은 전력제어군 단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전력제어 장치.

청구항 3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간섭에너지는, 수학식 (여기서, PCG는 전력제어군이고, n

은 하나의 전력제어군에 포함되는 심볼그룹들의 수이고, I와 I'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I암 두 심볼들이고, 

Q와 Q'는 인접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Q암 두 심볼들.)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처리 방법.



등록특허  10-0416973

- 11 -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16973

- 12 -

도면2



등록특허  10-0416973

- 13 -

도면3



등록특허  10-0416973

- 14 -

도면4



등록특허  10-0416973

- 15 -

도면5

도면6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