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7/26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1월28일

10-0651457

2006년11월22일

(21) 출원번호 10-1999-0005300 (65) 공개번호 10-2000-0056210

(22) 출원일자 1999년02월13일 (43) 공개일자 2000년09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01월14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맹승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매화마을201동100호

염재흥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1동680-7

안재민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본동푸른아파트109동303호

김영기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선경아파트12-1401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정헌주

전체 청구항 수 : 총 13 항

(54)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연속적인 외부순환 전력제어장치 및 방

법

(57) 요약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 모드에서의 외부순환 전력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가 없이 전력제어비트만 전송되는 물리채널에서의 연속적인 외부순환 전력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불연속 전송모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채널을 구비하고,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제어하는 외부순환 전력

제어기를 구비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프레임이 수신될 경우 상기 프레임의 에러를 체크하여 CRC 에러 체크 결과 값을 출

력하는 CRC 에러 검출기와, 상기 프레임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출력하는 프레임 검출기와,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여 출

력하는 신호 대 잡음비 계산기와, 상기 CRC 에러 체크 결과 값과 프레임 에너지를 입력받아 프레임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데이터 검출기와,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에 의해 수신된 프레임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CRC 에러 체크 결과 값을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기로 출력하고, 상기 프레임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되면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해 프레임 에러를 추정하여 출력하는 프레임 에러 검출기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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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있어서,

수신 신호를 역확산하는 역확산기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에서 전력제어비트를 검출한후 상기 검출된 전력제어비트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대 잡

음비를 측정하는 신호대 잡음비 계산기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로부터 프레임 에너지를 검출하여 프레임 유무 여부를 판단하고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전송하

는 프레임 판단부와,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 및 상기 측정된 신호대 잡음비에따라 외부순환 전력제어임계치를 생성하여 폐순환 전력

제어 제어부로 출력하는 외부순환 전력제어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가 불연속 전송모드를 수행하는 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이 전용제어채널임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판단부가 복호된 데이터로부터 상기 프레임 에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CRC를 검출하는

CRC 에러 검출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부가 프레임 데이터 수신시 상기 CRC 에러 검출기의 출력 및 신

호 대 잡음비 신호에 따라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여 임계치를 폐순환 전력제어기로 출력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부가,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와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해 프레임 에러 여부를 판단하는 프레임 에러 검출부와,

상기 프레임 에러 검출부로부터 프레임 에러 메시지를 수신하여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외부순환 전력제어기로 이

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에러 검출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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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 잡음비에 대한 프레임 에러율을 테이블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룩업 테이블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해당하는 프레임 에러율을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해당 프레임 에러율을 리드한 다음 난수 발생기

를 구동하여 임의의 난수 값을 발생시키고 상기 프레임 에러율과 비교한 후 프레임 에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프레임 에

러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레임 에러 추정기와,

상기 프레임 에러 추정기로부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임의의 난수 값을 발생하는 상기 난수 발생기와,

상기 프레임 판단부로부터 수신한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에 따라 상기 CRC 검출기의 출력과 프레임 에러 메시지 중

어느 하나로 스위칭하는 스위치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대 잡음비는 상기 신호 대 잡음비 계산기에서 계산된 신호 대 잡음비와 상기 룩업 테이블에 저

장된 신호 대 잡음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옵셋값이 더해진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장치.

청구항 8.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수신기의 연속적인 외부순환 전력제어방법에 있어서,

수신되는 신호를 역확산하는 역확산과정과,

상기 역확산된 신호에서 전력제어비트를 검출하는 전력제어비트 검출과정과,

상기 역확산된 신호와 전력제어비트를 이용하여 신호 및 잡음 에너지를 측정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는 신호 대 잡음

비 계산과정과,

상기 역확산된 신호의 프레임 에너지를 이용하여 프레임 유무 여부를 판단하는 프레임 판단과정과,

상기 프레임 판단 과정 및 상기 신호 대 잡음비 계산 과정에 따라 연속적인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외부순환 전력

제어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 과정이,

상기 계산된 신호 대 잡음비에 룩업 테이블에 저장된 신호 대 잡음비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옵셋 값을 더하여 실제 신

호 대 잡음비 신호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실제 신호 대 잡음비에 해당하는 프레임 에러율을 룩업 테이블로부터 리드하는 단계와,

임의의 난수 값을 생성하여 상기 프레임 에러율과의 크기를 비교하는 단계와,

비교 결과 상기 난수 값이 상기 프레임 에러율보다 크면 프레임 에러 메시지로 '0'을 출력하고, 작으면 프레임 에러 메시지

로 '1'을 출력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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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난수 값이 0에서 1사이의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이,

상기 계산된 신호 대 잡음비를 미리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신호 대 잡음비가 큰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신호 대 잡음비와 상기 임계값의 비교 결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상기 임계값보다 크면 프레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하고, 작으면 프레임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이,

전력제어그룹 단위의 신호 대 잡음비를 미리 설정된 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작은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전력 제어 그룹 단위의 신호 대 잡음비와 상기 미리 설정된 임계값과의 비교 결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상기 임계

값보다 작으면 한 프레임 내에서 상기 임계값보다 작게 발생한 횟수를 카운트하는 단계와,

상기 카운트된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카운트된 횟수와 상기 미리 설정된 횟수의 비교 결과 상기 카운트된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보다 크면 프레임 에러

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이,

전력제어그룹 단위의 신호 대 잡음비를 외부로부터 받은 임계값을 비교하여 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작은지를 판단하는 단

계와,

상기 전력 제어 그룹 단위의 신호 대 잡음비와 상기 임계값과의 비교결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상기 임계값보다 작으면

한 프레임 내에서 상기 임계값보다 작게 발생한 횟수를 카운트하는 단계와,

상기 카운트된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카운트된 횟수와 상기 미리 설정된 횟수의 비교 결과, 상기 카운트된 횟수가 미리 설정된 횟수보다 크면 프레임 에러

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계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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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 모드에서 외부순환 전력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

히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고 전력제어비트만 전송되는 물리채널에서의 연속적인 외부순환 전력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현재 미국형 IMT-2000표준화인 IS-95c에서 패킷 전송을 위한 방법은 트래픽 채널(Fundamental Traffic Channel)과 부

가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이용하는 P1 옵션, 그리고 트래픽 채널과 전용공통제어채널(Dedicated Common

Control Channel :DCCH) 채널을 사용하는 P2 옵션과 트래픽 채널, DCCH 채널, 부가채널을 모두 이용하는 P3 옵션이 있

다. 트래픽 채널과 DCCH 채널로는 패킷에 대한 제어정보와 시그널링 메시지(Signaling Message) 등이 전송되며, 패킷데

이터는 부가채널로 전송된다. 이때 패킷에 대한 제어 정보와 시그널링 메시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존재

하게 된다. 트래픽 채널을 통해 이들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낼 정보가 없을 경우 널 트래픽(Null Traffic)을 전송하

지만 DCCH 채널을 통해 이들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있을 때만 프레임을 전송하고 보낼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순방향 링크의 경우 전력제어비트만을, 역방향 링크의 경우 파일롯 심볼과 전력제어비트만을 전송하게 된다. DCCH 채널

의 경우처럼 전송할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만 전송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전송을 하지 않는 방법을 불연속 전송

(Discontinuous TX: DTX)모드라고 한다.

상기 불연속 전송모드에서는 전력제어를 위해 외부순환 전력제어(Outer Power Contrl Loop)와 폐루프 전력제어(Close

Power Control Loop)를 같이 사용한다. 상기 폐루프 전력제어는 프레임 단위로 고정된 임계치를 사용하여 전력제어그룹

단위에서 전력을 제어하는 데 반하여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는 데이터의 프레임 에러 발생 여부에 따라 가변적으로 임계

치를 바꾸어 이 임계치를 폐루프 전력제어기에 넘겨준다.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와 폐루프 전력제어를 사용하는 경우, 불

연속 전송모드에서는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순환 전력제어에 의해 결정되는 임계치를 사용하여 폐루프 전력제어를

수행하고, 프레임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용되고 있는 임계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폐루프 전력제어를 수행한다.

이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외부순환 전력제어와 폐루프 전력제어가 수행되는지를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기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이하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불연

속 전송모드에서의 전력제어비트(Power Control Bit) 삽입 등의 동작을 설명한다.

제어 메시지 버퍼(control message buffer: 111)는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제어메시지를 통신할 시 통신되는 제어메시지를

일시 저장하는 메모리이다. 상기 제어 메시지 버퍼(111)의 크기는 한 프레임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크

기로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제어 메시지 버퍼(111)는 상위 계층의 프로세서와 모뎀제어기(113) 간에 제어메시지를 인터페

이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상위계층의 프로세서는 상기 제어 메시지 버퍼(111)에 메시지 형태(MSG Type)에

따라 프레임을 구분할 수 있는 헤더 정보 부가한 제어메시지를 저장하고 이를 표시(flag를 set)하며, 모뎀제어기(113)는

제어메시지를 리드(read)한 후 이를 표시(flag를 clear)하므로써 오버 라이트 및 오버 리드(over-write & over-read)를

방지한다.

모뎀제어기(113)는 상기 제어 메시지 버퍼(111)에 저장된 제어메시지를 리드한 후, 제어메시지의 헤더를 분석하여 메시지

형태(message type)를 분석하며, 분석된 제어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전송하여야 할 메시지

(payload)를 출력하는 동시에 분석된 메시지 형태에 따른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통상 상기 제어메시지의 형태는 5ms 또는

20ms 제어메시지가 되며,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상기 모뎀제어기(113)에서 출력되는 제어 데이터의 크기가 달라진다(본

발명에서는 5ms 또는 20ms 제어메시지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다). 상기 모뎀제어기 113는 상기 제어메시지의 유무를

판단하며, 전용제어채널의 출력을 제어한다. 즉, 상기 모뎀제어기 113 는 전송할 제어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1이득제

어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제어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제어채널로 송신되는 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제2이득제어신호

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이득제어신호는 전용제어채널의 송신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출력제어신호가 된다. 또한 본 발명

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이득제어기가 확산기의 앞단에 위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확산기의 뒷단에 위치되어도 동

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CRC발생기(115)는 수신측에서 프레임의 품질(오류 여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기 모뎀제어기(113)에서 출력되는 제어

메시지에 CRC(Cyclic Redundancy Check)를 부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CRC발생기(115)는 상기 모뎀제어기

(113)의 제어하에 제어메시지를 출력한다. 통상 상기 제어메시지의 비트는 5ms의 프레임인 경우 16비트의 CRC를 생성하

여 40비트의 제어메시지로 출력하고, 20ms의 프레임인 경우 12비트의 CRC를 생성하여 184비트의 제어메시지로 출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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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비트발생기(tail bit encoder: 151)는 오류 정정 부호(error correction code)를 종결(terminate)하는데 필요한 테일

비트를 생성하는 구성으로써, 상기 CRC발생기(115)의 출력을 분석하여 대응되는 테일비트를 생성한 후 부가한다. 상기

테일비트발생기(117)은 8비트의 테일비트를 생성하여 상기 CRC발생기(115)의 출력에 부가한다.

부호기(encoder: 119)는 상기 테일비트발생기(117)의 출력을 입력하여 부호화한다. 이때 부호화율(encoding rate)은 1/

3을 사용하며, 이때 사용되는 부호기는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리버(interleaver: 121)는 상기 부호기(119)에서 출력되는 부호화 제어 데이터를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즉,

상기 인터리버(121)는 메시지의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 내의 비트 배열을 바꾸어 버스트 에러(burst error)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킨다.

여기서 상기 CRC발생기(115), 테일비트발생기(117), 부호기(119) 및 인터리버(121)은 제어메시지를 발생하여 물리채널

로 전송하기 위한 제어 메시지 발생기(150)이 된다. 상기 도 1a에서는 제어 메세지 발생기(150)가 프레임의 제어메세지를

처리하는 구성을 예를들어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제어채널에서 처리하는 제어메시지의 프레임 크기들에 대응되는 수

로 상기 제어메세지 발생기들을 구비하고, 모뎀제어기(113)가 전송하기 위한 프레임 길이에 대응되는 제어 메세지 발생기

(150)를 선택하여 제어메세지를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각 제어메세지 발생기들은 각각 대응되는 제어메세지의 프

레임 길이에 따른 CRC발생기, 테일비트 발생기, 부호기 및 인터리버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호변환기(signal mapping block: 123)는 전송신호의 신호를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신호변환기(123)는 송

신신호가 1의 논리를 가지면 -1로 변환하고 0의 논리를 가지면 +1로 변환한다. 이득곱셈기(125)는 상기 모뎀제어기

(113)에서 출력되는 이득제어신호에 따라 송신되는 전용제어채널의 제어메시지의 통로를 형성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즉, 이득곱셈기(125)는 상기 모뎀제어기(113)의 이득제어신호에 따라 송신 제어메시지가 있으면 전용제어채널의

통로를 형성하고 제어메시지가 없으면 전용제어채널의 통로를 차단하는 DTX(Discontinuous Transmission) 모드의 기능

을 수행한다.

제어비트 삽입기(129)는 상기 곱셈기(125)에서 출력되는 신호에 전력제어비트를 삽입하여 출력한다. S/P변환기(127)는

상기 제어비트 삽입기(129)에서 출력되는 제어메시지의 심볼들을 다중화시켜 대응되는 캐리어들의 확산기들에 분배 출력

한다. 여기서는 3개의 캐리어들을 사용하는 예를 도시하였다. 상기와 같이 3개의 캐리어들을 사용하는 경우, 3개의 주파수

(각 캐리어에 의한)들과 각 캐리어들의 2개 위상(I 및 Q채널)들에 따른 6개의 채널(branch)들이 존재하게 된다. 제어비트

삽입기(PCB puncture, PCB: Power Control Bit: 129)는 순방향 링크를 통해 이동국에 출력하기 위한 제어비트를 삽입하

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비트는 이동국의 역방향 링크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PCB 등이 될 수 있다.

도 1b는 상기 제어비트 삽입기(129)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확산하는 확산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캐리어들의 수

에 대응되는 수로 구비된다. 상기 도 1b에서는 하나의 캐리어에 대응되는 확산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b를

참조하면, 직교부호발생기(orthogonal code generator: 135)는 전용제어채널에 사용하기 위한 직교부호를 발생한다. 여

기서 상기 직교부호는 월시부호(walsh code) 또는 의사 직교부호(Quasi-orthogonal code)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곱셈기

(131) 및 (133)은 상기 직교부호발생기(135)에서 출력되는 직교부호와 각각 대응되는 I채널 및 Q채널의 신호를 혼합하여

순방향 링크의 전용제어채널의 제어신호로 확산 출력한다.

변조기(137)는 도시하지 않은 확산시퀀스 발생기(PN sequence generator)에서 출력되는 PN부호(Pseudo Random

Noise senquence) PNi 및 PNq를 입력하여 각각 대응되는 I채널 및 Q채널의 확산신호를 발생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

(137)는 복소곱셈기(complex multiplier)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모뎀제어기(113)은 전용제어채널을 DTX 모드로 제어한다. 즉, 모뎀제어기(113)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신호 및

MAC관련된 메시지들이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송수신됨으로써 채널 용량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상기 IS-95와 같

은 방식에서는 음성 트래픽과 신호 트래픽이 다중화되는 구조이므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 음성 및 신호 채널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전용제어채널은 DTX로 동작하기 때문에 제어신호를 위해 항상 채널을 열어둘 필요가 없다. 보

낼 신호정보가 없을 경우 DTX 이득제어부에서 출력전력을 억제하여 효율적인 무선자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설명한 실시예는 다중반송파(multicarrier) 방식을 사용하는 3x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1x DS 및 3x DS 방식의 시스

템에 대한 전송단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의 순방향 송신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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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역방향 송신단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으로서,

도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역방향 송신단의 구성은 순방향 송신단의 구성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순방향 송신단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한다.

직교확산기(207)는 월시 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제1곱셈기(209)는 상기 직교 확산기(207)에서 생성되어 출력되는 월

시 부호를 입력받아 신호변환기(205)에서 출력되는 변환된 전송신호를 확산하여 출력한다. 이득 곱셈기(221)는 메시지의

이득값을 출력하거나 전송할 메시지가 없는 경우에 모뎀제어기(203)로부터 이득제어신호 '0'을 입력받아 데이터를 전송하

지 않고,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이득제어신호 '1'을 입력받아 데이터를 전송한다. 합산기(223)는 상기 이득제어기(221)에

서 출력되는 전송신호와 파일럿/전력제어비트(Pilot/PCB) 채널 신호를 입력받아 합산하여 DCCH 채널 신호를 구성하여

복소 PN 확산기(225)에서 복소 PN 확산되어 출력된다.

상기 송신기에서 삽입되어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전력제어비트 및 역방향 파일럿채널을 이용하여 순방향

및 역방향 수신기의 외부순환 전력제어 및 폐루프 전력제어를 위한 구성과 동작을 도3과 도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순방향 수신단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상기 도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제1역확산기(301)는 PN 역확산기로서, 수신 신호를 PN 역확산하여 출력한다. 제2

역확산기(303)는 DCCH 채널 월시 역확산기로서, 상기 제1역확산기(301)에서 출력되는 수신신호 중 DCCH를 통해 수신

되는 수신신호를 월시 역확산하여 곱셈기(314)로 출력한다. 채널 추정기(305)는 파일롯 채널을 이용하여 채널의 페이딩

성분을 구하여 잡음 측정기(311)와 비트에너지 측정기(309)와 상기 곱셈기(314)로 출력한다. 제3역확산기(307)는 파일

럿 채널 월시 역확산기로서, 상기 제1역확산기(301)에서 출력되는 수신신호 중 파이럿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수신신호를

월시 역확산하여 잡음 측정기(311)로 출력한다.

곱셈기(314)는 상기 채널 추정기(305)에서 출력되는 페이딩 성분의 복소공액을 심볼단위로 상기 제2역확산기(303)에서

출력되는 DCCH 수신신호에 곱하여 에러를 보상하여 전력제어비트 추출기(317)로 출력한다. 그러면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기(317)는 전력제어비트를 추출하여 상기 비트에너지 검출기(309)로 출력한다. 비트에너지 측정기(317)는 상기 채널

추정기에서 출력되는 페이딩 성분과 상기 전력제어비트를 입력받아 전력제어비트의 에너지(Eb)를 구하여 신호 대 잡음비

(SNR) 계산기(313)으로 출력한다. 잡음 측정기(311)는 파일롯 채널의 파일롯 심볼값과 채널 측정기의 채널 페이딩 성분

을 이용하여 잡음 에너지(Nt)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된 잡음 에너지는 SNR 계산기(313)로 출력한다. SNR 계산기(313)는

상기 잡음 에너지(Nt)와 비트에너지(Eb)를 입력받아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여 폐순환 전력 제어기(315)로 출력한다. Eb

와 Nt를 측정하는 방법은 「"Forward Link Closed Loop Power Control Method for cdma2000-(Rev. 1)," Stein

Lundby, Contribution to TR45.5.3.1/98.12.08.28」를 참고하였다.

상기 전력제어비트 추출기에서 전력제어비트가 추출된 수신신호는 복호기(319)에서 복호되어 CRC 에러 검출기(321)로

입력한다. 복호된 수신신호를 입력받은 CRC 에러 검출기(321)는 상기 수신신호에 대한 CRC 검사를 하여 그 결과 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상기 CRC 검출기(321)에서 출력되는 결과 신호는 참신호(True, 1)과 거짓 신호(False, 0)로 출력된다.

DCCH 채널은 불연속 전송모드로 전송되기 때문에 수신장치에서는 프레임에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면 CRC 에러 체크를

하여 프레임 에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DCCH 프레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의 상세

한 내용은 기출원된 특허 98-xxxxxx에서 설명되어 있다. 데이터 검출기(323)는 상기 CRC 에러 검출기(321)에서 출력되

는 결과 신호와 데이터를 입력받아 온/오프 제어신호를 모뎀제어기(325)로 출력한다. 상기 모뎀 제어기(325)는 상기 데이

터 검출기(323)에서 출력되는 온/오프 제어신호에 의해 동작하여 수신되는 복호 데이터로부터 제어메시지를 검출하여 메

시지 버퍼(327)에 저장한다.

상기 구성에서 폐순환 전력제어만 이루어지는 경우, 폐순환전력제어기(315)는 SNR 계산기(313)에서 출력되는 전력제어

그룹 단위로 측정된 신호 대 잡음비를 고정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전력제어를 수행한다. 그리고 외부순환 전력제어와 폐순

환전력제어가 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도3에서 외부순환 전력제어기(329)를 구비하고,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기(329)가

임계치를 결정하고, 폐순환전력제어기(315)가 상기 임계치를 외부순환 전력제어에 의해 프레임 단위로 입력받아 폐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면 된다. 상기 외부순환 전력 제어기(329)는 프레임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프레임 존재 플래그(Frame

Existence Flag) 신호를 입력받아 동작하고 CRC 에러 검출기(321)에서 출력되는 결과 값을 입력받아 임계치를 구하여 출

력한다.

상기 구성을 가지는 순방향 수신단에서의 폐루프전력제어 방법을 도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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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01단계에서 SNR 계산기(313)는 잡음 측정기(311)에서 측정된 Nt와 비트에너지 측정기(309)에서 측정된 Eb에 의

해 신호 대 잡음비(SNR)를 측정한다. 페순환전력제어기(315)는 609단계에서 상기 SNR 계산기(313)에서 출력되는 신호

대 잡음비와 임계치를 비교하여 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상기 임계치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이때의 임계치는 고정된 값이

다. 상기 609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신호 대 잡음비가 임계치보다 크면 611단계로 진행하여 전력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PCB=0), 신호 대 잡음비가 임계치보다 작으면 613단계로 진행하여 전력을 높이라고 명령한다(PCB=1).

도 4는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역방향 수신단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

하 도4를 참조하여 역방향 수신단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제곱기(401)는 서브 칩단위로 수신 신호를 제곱한다. 누적기(403)는 전력제어그룹(PCG)동안 서브 칩 에너지를 합산한다.

상기 누적기(403)의 출력은 잡음 에너지로 추정된다. 정합 필터(405)는 서브 칩단위를 칩단위로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상

기 정합 필터(405)의 출력은 제1역확산기(407)에서 PN 역확산되어 제2역확산기(409), 채널 추정기(411) 그리고 제3역

확산기(413)로 입력한다. 제3역확산기(413)는 상기 PN 역확산된 수신신호 중 파일럿 채널의 수신신호를 월시 역확산하

여 누적기(415)로 출력한다. 누적기(415)는 상기 제3역확산기(413)에서 출력되는 수신신호를 칩에너지를 합산하여 출력

한다. 제곱기(417)는 합산된 칩에너지를 제곱하여 SNR 계산기(417)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곱기(417)의 출력은 비트

에너지로 추정된다. 다른 구성은 도3의 구성과 동일하나, 참조부호만을 다르게 주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도4

의 폐순환 전력제어 방법은 상술한 도6과 동일하다.

도5는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전송 예를 보인 것으로 IS-95c에서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DCCH를

보이고 있다. 순방향 링크에서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불연속적으로 DCCH로 정보가 전송되고 PCB는 데이터 유무와 상관

없이 계속 전송되고 있다. 역방향 링크에서도 불연속적으로 DCCH로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방향 링크에서

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파일럿 채널에 파일럿 심볼과 PCB가 전송되므로 DCCH로는 PCB가 전송되지 않는다.

프레임이 항상 전송되는 트래픽 채널 등의 경우, 수신측에서는 원하는 프레임 에러율을 얻기 위해서 외부순환전력제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DCCH 채널의 경우, 프레임이 불연속 전송모드로 전송되므로 프레임이 존재할 때만

외부순환 전력제어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도 7은 일반적인 외부순환전력 제어방법을 나타낸 흐름도로서, 이하 도 7을 설명함에 있어서 순방향 수신단인 도3을 참조

하여 외부순환전력 제어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701단계에서 외부순환 전력제어기(329)는 프레임이 입력될 경우 CRC 에러 검출기(321)에서 CRC 에러 체크 결과값

에 의해 프레임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701단계의 판단 결과, 프레임 에러가 발생했으면, 데이터 검출기

(323)로부터 프레임의 유무 여부를 나타내는 프레임 유무 플래그를 입력받은 다음,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 대해, 703단계

로 진행하여 전력제어를 위한 임계값을 올리고, 프레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705단계로 진행하여 전력제어를 위한

임계값을 내리라고 명령한다. 외부순환전력 제어방법의 구체적인 동작은 이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외부순환 전력제어 방법과 폐순환전력제어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외부순환전력제어 방법에서 프레임 단위로 갱신된

임계값은 폐순환전력제어 방법에서 신호 대 잡음비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된다.

도 17은 비동기식(일본, 유럽형 방식) IMT-2000에서 DTX 모드로 전송되는 DPCH를 처리하기위한 수신단을 도시하고

있다. DPCCH 분리기(1805)는 수신한 전용물리채널(Dedicated Physical Channel: DPCH)에서 DPCCH를 분리하여 채

널 추정기(1809)와 SNR 측정기(1807)로 보낸다. 채널 측정기(1807)는 파일롯 심볼을 이용하여 채널 정보를 구한다.

SNR 측정기(1807)는 파일롯 심볼을 이용하여 파일롯 에너지 Eb와 잡음 에너지 Nt를 구한다. DPDCH/DPCCH 에너지 측

정기(1815)는 DPDCH와 DPCCH를 입력받아서 두 에너지를 비교값을 데이터 유무 검정기에 전달한다. 다른 장치는 위에

서 설명한 장치와 동일하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외부순환전력제어 방법은 수신된 프레임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

로 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DCCH 채널과 같이 DTX 모드로 동작하는 채널에서 프레임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프레임이 전송되지 않는 경우 이전 프레임의 전송 시 설정된 임계치를 사용함으로써, 프레임

전송이 재개되었을 때 상기 이전 임계치가 현재 프레임이 에러없이 수신되기 위해 필요한 실제 임계치보다 높은 경우 송신

전력을 낭비하게 되고, 상기 이전 임계치가 실제 임계치보다 낮은 경우 프레임 에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프레임 에러

의 증가 및 송신전력의 낭비는 통화품질의 하락과 기지국 용량을 줄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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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데이터의 유무에 상관없이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신호 대 잡음비에 대한 프레임 에러율을

테이블화 하고 데이터의 전송이 없을 경우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프레임 에러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의 유무에 상관없

이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데이터 서비스 형태에 대한 프레임

에러율을 테이블화 하고 데이터의 전송이 없을 경우 상기 테이블을 참조하여 프레임 에러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의 유무

에 상관없이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불연속 전송모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채널을 구비하고,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제

어하는 외부순환 전력제어기를 구비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프레임이 수신될 경우 상기 프레임의 에러를 체크하여 CRC 에

러 체크 결과 값을 출력하는 CRC 에러 검출기와, 상기 프레임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출력하는 프레임 검출기와, 신호 대 잡

음비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신호 대 잡음비 계산기와, 상기 CRC 에러 체크 결과 값과 프레임 에너지를 입력받아 프레임 존

재 유무를 나타내는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데이터 검출기와,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에

의해 수신된 프레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CRC 에러 체크 결과 값을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기로 출력하고, 상기 프레

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해 프레임 에러를 추정하여 출력하는 프레임 에러 검출기로 이루어짐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불연속 전송모드로 프레임을 전송하는 채널을 구비하는에서 수신기의 외부순환전

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는 과정과, 프레임 수신시 상기 프레임의 에러를 검출하는 프레임 에러 검

출과정과, 상기 프레임의 에너지를 검출하는 프레임 에너지 검출과정과, 상기 프레임 에러 및 프레임 에너지에 의해 프레

임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판단과정과, 상기 프레임 에러에 의해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제1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

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해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제2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과, 상기 프레임 존재 유무의 판

단에 따라 상기 제1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과, 제2외부순환 전력제어과정을 스위칭하여 연속적으로 외부순환 전력제를 수

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

을 생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외부순환 전력제어는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프레임의 에러 유무를 이용하여 외부순환 전력제

어를 하고,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임의 에러 유무를 추정하여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다. 즉, 불연속 전송모드로 전송되는 DCCH 채널상의 지속적으로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할 수 있다.

도 8은 순방향 링크의 DTX 모드에서 외부순환전력제어를 할 수 있는 수신단 구조이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3과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하 도8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복호기(819)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는 CRC 에러 검출기(821)와 모뎀 제어기

(826)로 입력한다. CRC 에러 검출기(821)는 상기 프레임을 입력받고 프레임 에러의 유무를 판단하여 그 결과 값을 데이터

검출기와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로 출력한다. 프레임 검출기(822)는 프레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DCCH 채널의 에

너지를 측정하고, 측정된 에너지가 일정 에너지 레벨을 넘으면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데이터 검출기

(823)로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출력하여 알려준다.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는 프레임이 존재할 경우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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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고,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 검출기(823)는 상기 CRC 에러 검출기(821)로

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에러 결과 값을 입력받고, 상기 프레임 검출기(822)로부터 프레임 있다는 것을 알려오

면 온/오프 제어신호를 모뎀제어기(826)와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로 출력한다.

SNR 계산기(813)는 잡음 측정기(809)에서 입력되는 Nt와 비트 에너지 검출기(811)에서 출력되는 비트 에너지 Eb를 입력

받아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여 폐순환 전력제어기(815)와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로 출력한다.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는 상기 SNR 계산기(813)에서 출력되는 신호 대 잡음비와 CRC 에러 검출기(821)에서 출력되는

CRC 에러 체크 결과 값과 상기 프레임 검출기(822)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입력받아 프레임 에러 유

무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프레임 에러가 있으면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는 프레임 에러 지시자를 외부순환 전력제어기

(825)로 출력한다.

상기 프레임 에러 지시자를 받은 외부순환 전력제어기(825)는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여 임계치를 폐순환 전력제어

기(815)로 출력한다. 그러면 폐순환 전력제어기(815)는 상기 임계치를 사용하여 폐순환 전력제어에 의해 전력을 제어한

다.

이하 설명함에 있어서, 상기한 구성중 채널 상태를 측정하는 채널 추정기(807), 잡음 측정기(809), 비트 에너지 측정기

(811)를 채널 상태 측정부라하고, 프레임 검출기(822), 데이터 검출기(823)를 프레임 판단부라하며, 프레임 에러 검출기

(824)와 외부순환 전력제어기(825)를 외부순환 전력제어부라 한다.

도9는 역방향 링크의 DTX 모드에서 수신단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도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복호기(923)에서 출

력되는 프레임 단위의 데이터는 CRC 에러 검출기(925)와 모뎀 제어기(933)로 입력한다. CRC 에러 검출기(925)는 상기

프레임을 입력받고 프레임 에러의 유무를 판단하여 그 결과 값을 데이터 검출기(927)와 프레임 에러 검출기(929)로 출력

한다. 프레임 검출기(924)는 프레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DCCH 채널의 에너지를 측정하고, 측정된 에너지가 일정 에

너지 레벨을 넘으면 DCCH 채널에 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데이터 검출기(927)로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

시지를 출력하여 알려준다.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는 프레임이 존재할 경우 '1'의 값을 가지고, 프레임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 검출기(927)는 상기 CRC 에러 검출기(925)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프

레임 에러 결과 값을 입력받고, 상기 프레임 검출기(924)로부터 프레임 있다는 것을 알려오면 온/오프 제어신호를 모뎀제

어기(933)와 프레임 에러 검출기(929)로 출력한다.

SNR 계산기(919)는 서브칩 단위의 수신신호로부터 제곱기(905)와 누적기(907)를 통해 측정되는 잡음 에너지 Nt와 파일

럿 채널의 월시 역확산기인 제3역확산기(913)에서 출력되는 수신신호로부터 누적기(915)와 제곱기(917)을 통해 측정되

는 비트 에너지 Eb를 입력받아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여 폐순환 전력제어기(815)와 프레임 에러 검출기(929)로 출력한

다.

프레임 에러 검출기(929)는 상기 SNR 계산기(919)에서 출력되는 신호 대 잡음비와 CRC 에러 검출기(925)에서 출력되는

CRC 에러 체크 결과 값과 상기 프레임 검출기(924)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입력받아 프레임 에러 유

무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프레임 에러가 있으면 프레임 에러 검출기(929)는 프레임 에러 지시자를 외부순환 전력제어기

(931)로 출력한다.

상기 프레임 에러 지시자를 받은 외부순환 전력제어기(931)는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여 임계치를 구하고, 상기 구해

진 임계치를 폐순환 전력제어기(921)로 출력한다. 그러면 폐순환 전력제어기(921)는 상기 임계치를 사용하여 폐순환 전력

제어에 의해 전력을 제어한다.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에러 검출기의 실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두 가지의 실시예를 들어 설

명하였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순방향 또는 역방향 수신단의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도8의 구성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첫 번째 실시 예를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10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에러 검출기의 입출력을

나타낸 것이고, 도10b는 상기 프레임 에러 검출기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0a에서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 또는 929)로 입력하는 신호는 신호 대 잡음비와 CRC 에러 체크에 대한 결과 값과 프

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가 입력되어 프레임 에러 유무를 나타내는 프레임 에러 지시자가 출력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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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b에서 상기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 또는 929)는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와 난수 발생기(1001)와 룩업 테이블

(1004)과 스위치(1005)로 구성된다. 상기 룩업 테이블(1004)은 도 13c에서와 같이 신호 대 잡음비에 대한 프레임 에러율

을 테이블화하여 저장하고 있다. 난수 발생기(1001)는 상기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의 제어를 받아 임의의 난수 값

(Random Number: NR)을 발생시킨다. 상기 난수값은 도 1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0과 1사의 범위에서 발생된다. 상기 프

레임 에러 추정기(1003)는 버퍼(도시하지 않음)를 구비하고, SNR 계산기(813 또는 919)에서 출력되는 신호 대 잡음비를

입력받고, 실제의 신호 대 잡음비를 구하기 위해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소정의 옵셋 값을 더한 다음, 룩업 테이블(1004)로

부터 상기 옵셋 값이 더해진 신호 대 잡음비에 해당하는 프레임 에러율을 찾아 리드하여 상기 버퍼에 저장한다. 그런 다음,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는 상기 난수 발생기(1001)를 제어하여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난수 값이 상기 버퍼

에 저장된 프레임 에러율보다 큰지를 검사한다. 상기 난수 값이 프레임 에러율보다 크면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는 프레

임 에러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프레임 에러 메시지 '0'을 외부순환 전력제어기(순방향 수신단에서 825 또는 역

방향 수신단에서 931)로 출력하고, 난수 값이 프레임 에러율보다 작으면 에러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프레임 에러 '1'

을 상기 외부순환 전력제어기로 출력할 수 있다. 스위치(1005)는 순방향 수신단에서 프레임 검출기(823), 역방향 수신단

에서 프레임 검출기(927)에서 출력되는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에 의해 스위칭된다. 따라서 상기 스위치(1005)는 상기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가 '1'일 때 CRC 에러 체크 결과 값으로 스우칭되고, '0'일 때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로 스위

칭된다.

도 11은 상기 도10의 구성에서 스위치를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 검출기의 동작 흐름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우선 1101단계에서 데이터 검출기(823)는 프레임 검출기(822)를 감시하여 프레임 에너지가 입력되는지를 검사한다. 상

기 프레임 검출기(822)로부터 프레임 에너지가 입력하면 데이터 검출기(823)는 1103단계로 진행하여 프레임 에너지가

일정 레벨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검출된 프레임 에너지가 일정 레벨 이상이면 데이터 검출기(823)는 1105단계

로 진행하여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를 '1'로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의 스위치(1005)로 출력한다. 그러나 검출된 프

레임 에너지가 일정 레벨 미만이면 데이터 검출기(823)는 1107단계로 진행하여 프레임 존재 플래그 메시지 '0'을 상기 스

위치(1005)로 출력한다.

도 12a 및 12b는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에서 한 프레임 전체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를 사용할 경우, 그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실시예에서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는 1201단계에서 잡음 에너지 Nt와 비트 에너

지 Eb가 입력되면, 1003단계에서 전력제어그룹 단위로 입력된 Eb와 Nt값을 이용하여 각각 한 프레임 전체에 대해 평균값

을 구한 다음, Eb,ave와 Nt,ave를 입력받아서 SNR,ave를 결정한다. 두 번째 실시예에서는 1213단계에서 먼저 각각의 전

력제어그룹 단위별로 SNR = Eb/Nt를 구한 후, 1215단계에서 전력제어그룹 단위의 SNR 값을 한 프레임 전체에 대해 평

균을 취해 SNR,ave를 구한다. 1213과 1215의 결과는 이하 <수학식 1> 및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1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1>에서 N은 한 프레임 내에 전송되는 전체 전력제어그룹의 수를 나타낸다. 한 프레임 전체에 대한 신호대

잡음비를 구하는 방법은 상기 설명한 실시예 외에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송된 프레임이 없을 경우의 프레임 에러 추정은 아래에 설명할 다양한 실시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 번째 실시예는 도 13에 도시되어 있다. 이하 도13을 참조하여 첫 번째 실시예를 설명하면,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는

1301단계에서 가산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에서 잡음 측정기(809)에서 검출되는 잡음 에너지 Nt와 비트 에너지 검출

기에서 출력되는 비트 에너지 Eb에 의해 계산되는 신호 대 잡음비에 옵셋 값을 더하여 실제 신호대 잡음비(Eb/N0)를 구한

다. 이는 프레임 단위로 측정한 신호대 잡음비가 가산 백색 가우시안 잡음에서의 신호 대 잡음비와 근사적으로 같다고 가

정하고, 참조 테이블에서 측정된 신호 대 잡음비에 해당하는 프레임 에러율을 얻는 것이다. 이 경우, 측정한 신호 대 잡음

비와 룩업 테이블(1004)의 신호 대 잡음비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다. 보

정값의 크기는 내장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송신측에서 미리 전송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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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호 대 잡음비가 구해지면, 프레임 에러 검출기(824)는 130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룩업 테이블(1004)로부터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따른 프레임 에러율을 리드하여 버퍼에 저장한다. 참조 테이블은 도14b에 도시되어 있다. 참조 테이블은

신호대 잡음비(Eb/N0)에 따른 FER을 나열하고 있으며, 신호대 잡음비의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만들 수도 있고, FER의 간

격을 일정하게 두지 않고 만들수도 있다. 상기 프레임 에러율이 리드되면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는 1305단계에서 난

수 발생기(1001)를 동작시켜 난수를 발생시킨다. 상기 난수 발생기(1001)로부터 발생된 난수 값이 입력되면 프레임 에러

추정기(1003)는 1307단계로 진행하여 리드된 프레임 에러율과 상기 난수 발생기에서 발생된 난수 값을 비교하여 어느 것

이 더 큰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상기 난수 값이 상기 프레임 에러율보다 작다면 프레임 에러 추정부(1003)는 프레임 에

러 메시지를 '1'로 외부순환 전력제어기(824)로 출력하고, 난수 값이 상기 프레임 에러율보다 크다면 프레임 에러 메시지

를 '0'으로 외부순환 전력제어기(824)로 출력한다. 도14a는 임의의 수 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가 [0 ~ 1]영

역에서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랜덤한 수(난수 값)를 발생시킨다. 도14b의 빗금친 부분은 난수 값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도15는 두 번째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두 번째 실시예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를 내장된 임계값

이나 외부로부터 수신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프레임 에러를 추정한다. 즉,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가 임계값보다 작으면 프

레임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가 임계값보다 크면 프레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

주한다. 1401단계는 신호 대 잡음비가 임계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프레임 에러 추정기(824)는 1403과

1405단계에서 추정된 결과를 외부순환 전력제어기에 보낸다.

도 16은 세 번째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우선, 프레임 에러 추정기(824)는 1501단계에서 전력제어그룹 단위로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를 내장된 임계값이나 외부로부터 수신된 임계값과 비교하여 프레임 에러를 추정한다. 상기 프레임 에러가

추정되면 프레임 에러 추정기(824)는 1503단계에서 한 프레임 내에서 전력제어그룹 단위로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가 임

계값보다 작은 횟수를 측정한다. 상기 임계값보다 작은 신호 대 잡음비의 횟수가 측정되면 프레임 에러 추정기(824)는

1505단계에서 임계값보다 작은 횟수가 기준치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한다. 판단 결과, 임계값보다 작은 횟수가 기준치

보다 많으면 프레임 에러 추정기(824)는 1509단계로 진행하여 프레임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프레임 에러 메시

지로 '1'을 출력하고, 작으면 프레임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프레임 에러 메시지로 '0'을 외부순환 전력제어

기(825)로 출력한다. 또는 한 프레임 내에서 전력제어그룹 단위로 측정한 신호 대 잡음비가 임계값보다 큰 횟수를 측정하

여, 임계값보다 큰 횟수가 기준치보다 적으면 프레임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치의 값은 내장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송신측에서 미리 전송해 줄 수도 있다. 프레임 에러 추정기는 추정된 결과를 외부순환 전력제어기에 보낸다.

도 17은 DTX 모드가 게이팅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있다. 8-1은 게이팅없는 경우, 8-3은 1/2 게이팅이 일어나는 경우

이고 8-5는 1/4 게이팅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순방향 링크의 게이팅에서 PCB도 해당하는 게이팅 레이트(Gating rate)로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이팅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산할 수 있는 PCB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게이팅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기 설명한 외부순환 전력제어 방법들, 즉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실제 프레임의 에러 유무를 이용하여 외부순환 전력제어 방법을 적용하여 임계값을 바꾸는 방법,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실제 프레임의 에러 유무를 이용하여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하고,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임의 에러 유

무를 추정하여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는 게이팅 모드에서는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하

지 않을 수도 있다.

도 19는 비동기식(일본, 유럽형 방식) IMT-2000에서 DPCH가 DTX 모드로 전송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DPCH

(Dedicated Physical Channel)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DPDCH(Dedicated Physical Data channel)와 DPDCH를 복구하기

위한 DPCCH(Dedicated Physical Control Channel)로 이루어진다. DPDCH는 논리 제어를 위한 DCCH와 음성 정보를

위한 DTCH로 구성된다. DPCCH는 채널 정보를 얻기 위한 파일럿 심볼과 전력 제어를 위한TPC(Transmission Power

Control)로 구성된다. 도 9(i)는 DPDCH와 DPCCH가 모두 출력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9 (ii)는 DCCH정보가 전

송되지 않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9 (iii)는 음성정보인 DTCH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19 (iv)는

DPDCH가 전송되지 않고 DPCCH만이 전송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DTX모드에서도 DPCCH는 계속 전송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PCCH의 파일롯 심볼을 이용하여 DTX모드에서도 연속적인 외부순환 전력제

어를 할 수 있다.

도 18은 비동기식 IMT-2000에서 DTX로 송신되는 DPCH를 연속적인 외부순환전력제어를 하기위한 수신구조를 도시하

고 있다. 도 17과의 차이는 프레임 에러 검출기(1925)와 외부순환 전력제어기(1927)가 있다는 것이다. 프레임 에러 검출

기(1925)는 SNR(Eb,Nt), CRC 에러 체크 결과 와 데이터(DPDCH) 존재 유무를 입력으로 받아서 외부순환 전력제어기

(1927)로 프레임 에러 정보를 출력으로 보낸다. 프레임 에러 검출기(1925)의 동작은 도 10과 도 11에 도시되었고 외부순

환 전력제어기의 동작 설명은 도 7에 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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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도 외부순환 전력제어가 가능하므로 데

이터 프레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확한 폐순한 전력제어를 위한 임계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폐순환 전력제어를 위한 정확한 임계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송신전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프레

임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1b는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순방향 전용제어채널의 송신단 구성

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역방향 송신단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순방향 수신단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불연속 전송모드에서 역방향 수신단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DTX 모드로 송신되는 신호의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실시예(IS-95c의 DCCH)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폐순환 전력제어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외부순환 전력 제어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링크의 DTX 모드에서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위한 수신단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역방향 링크의 DTX 모드에서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위한 수신단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DTX 모드에서 외부순환전력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 에러 검출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DTX 모드에서 프레임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전력제어를 위한 신호대 잡음비 측정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이 없을 경우의 프레임 에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a는 상기 제1실시 예에 따라 발생하는 난수 값의 범위를 나타낸 도면.

도 14b는 상기 제1실시 예에 따른 신호 대 잡음비에 대한 프레임 에러율 룩업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이 없을 경우 프레임 에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는 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이 없을 경우 프레임 에러를 추정하는 방법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DTX 모드가 게이팅되는 경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일반적인 비동기식 전용물리채널의 DTX모드의 수신단을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식 전용물리채널의 DTX모드에서 외부순환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수신단을 도시

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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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은 본 발명에 따른 비동기식 프레임 전송이 DTX로 송신되는 전용물리채널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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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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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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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3

도면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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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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