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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송기는 완전 속도보다 작은 전송 속도에서 연속 듀티 사이클을 사용하여 소망된 신호를 전소안다(도 
6).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내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전송 속도와 관련된다. 전력 제어 그룹을 반복함에 의
해, 시 분할 다양성이 제공된다(도 6). 수신기에 있어서, 수신된 전력 제어 그룹은 수개의 에너지 임계 
레벨(73, 75,77, 79)과 비교 분석되고 이동국으로 복귀된다. 비교의 결과는 전력 제어 신호(74, 76, 78, 
80, 81)로 변환되고 이동국으로 복귀된다. 이동국은 적절한 비트(93)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전력(94)을 
조절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전송 속도의 표시자는 프레임에 앞서서 순방향(155)이 될 수 있다. 수신기
는 표시된 전송 속도에 대한 임계값과 전력 추정값을 비교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CDMA 통신 시스템의 전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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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CDMA(코드 분할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CDMA 통신 시스템
에 대한 전력 제어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기술]

기존의  CDMA  잠정(Interim)  표준(IS-95  et  seq.)는  TAI(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및 
EIA(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IS-95에서, 완전 속도(full rate)보다 낮은 
전송 속도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속(버스트 형) 신호가 전송된다. 이 신호는 그 길이가 20ms(밀리초)인 
논리 프레임으로 분할된다. 프레임은 전력 제어 그룹으로 칭하는 16개의 작은 부분(또는 슬롯)으로 분할
된다. 기지국 복조기는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의 에너지를 추정한다. 에너지가 임
계값(Es) 이상인 경우, 기지국은 전송 전력을 한 단계씩 감소시키도록 이동국으로 향하는 전력 제어 신호

를 역전송한다. 에너지가 Es 이하인 경우, 전력 제어 신호는 그 전송 전력을 한 단계씩 증가시키도록 이동

국으로 향한다. 완전 속도 전송에 있어서,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이 사용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1/4 속도와 같은 완전 속도가 아닌 전송 속도에 제기된다. 1/4 전송 속도는 전력 제어 그룹의 1/4 
또는 4개의 전력 제어 그룹을 전송한다. 나머지 12개의 전력 제어 그룹에서 전송되는 전송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사용되지 않은 전력 제어 그룹의 에너지가 여전히 측정된다. 이러한 측정으로 기지국으로부터 이
동국으로 전력 제어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현재는 사용되는 전력 제어 그룹을 따라가든지 사용되지 않는 
전력 제어 그룹의 에너지 측정으로 인한 전력 제어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이동국에 달려 있다.

본 시스템은 완전 속도외의 다른 속도인 신호의 전송에 대한 버스트된 듀티 사이클을 사용한다[즉, 한 프
레임내의  모든  슬롯을  사용하지  않음].  단지  하나의  임계  전력  레벨만이  있으므로,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각각의 버스트는 연속적인 완전 속도 전송과 같은 동일한 Es 임계값과 일치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기술 CDMA 역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

제2도는 전송 속도에 의한 전력 제어 그룹의 종래 기술의 매트릭스.

제3도는 종래 기술의 CDMA 순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

제4도는 종래 기술의 기지국의 종래 기술의 전력 제어 공정의 흐름도.

제5도는 종래 기술의 이동국의 전력 제어 공정의 흐름도.

제6도는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전송 속도에 의한 전력 제어 그룹의 매트릭스.

제7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기지국의 전력 제어 공정의 흐름도.

제8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이동국의 전력 제어 공정의 흐름도.

제9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CDMA 역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

제10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CDMA 정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

제11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이동국의 다른 전력 제어 공정의 흐름도.

제12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기지국의 다른 전력 제어 공정의 흐름도.

[도면의 상세한 설명]

도1을 참조로, 일반적으로 10을 표시된 종래 CDMA 역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가 도시된다. 이는 이동국 
송신기의 설계도이다. 송신될 신호는 블럭(11)에서 수신되는데, 프레임 품질 표시자가 신호에 추가된다. 
다음으로, 테일비트(tail bit)가 블럭(12)에서 추가된다. 다음으로 신호는 블럭 13에서 중첩 인코드되고 
블럭 14에서 심볼 반복이 수행된다. 다음으로, 데이타는 인터리브되고(블럭 15) 변조된다(블럭 16).

다음으로, 데이타 버스트 랜덤 장치(17)가 신호의 전송에 사용될 전력 제어 그룹을 선택하도록 사용된다. 
도2에서, 일반적으로 29로 표시된 속도에 의해 분류되는 전력 제어 그룹의 매트릭스가 제공된다. 본 예에
서, 한 프레임 당 16개의 논리 전력 제어 그룹(power control group; PCG)이 있다. 완전 속도 전송이 선
택되는 경우, 모든 16개의 PCG가 사용된다. 1/2 속도 전송이 사용되는 경우, 1/2의 PCG가 사용된다. 도시
된 것처럼, 사용된 1/2 PCG는 기수 또는 서수 PCG 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랜덤 장치
(randomizer; 17)의 기능이다. 사용된 16 PCG 중에 8개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1/4 및 1/8 속도에 대해서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랜덤 장치는 각각 전송에 사용될 4개 또는 2개를 선택한다. 각각의 PCG에 사용되
는 전력 레벨은 블럭의 높이에 의해 표시되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도1에 있어서, 롱 
코드 발생기(18)는 버스트 랜덤 장치(17)로부터의 출력과 결합된 신호를 혼합기(mixer; 19)에 제공한다. 
그 결과의 신호는 상기 신호를 분할함에 의해 I 및 Q 성분으로 분할되는데, 1.2288MHz(메가헬쯔) 신호로 
혼합함에 의해 업 컨버팅하고 지연기(23)에서 Q 신호를 지연시킨다. 다음으로 I 및 Q 성분은 필터(22 및 
24)에서 각각 필터링되며, 신호 θ의 코사인 및 사인을 혼합한다. 2개의 신호는 다음으로 합산기(27)에서 
병합되어 전송될 신호를 제공한다.

도1의 전송기의 동작의 더 상세한 설명이 6.1.3 부분에서 시작되는 TIA/EIA/IS-95에서 알 수 있다.

도3에서, 일반적으로 30으로 표시된 CDMA 순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 구조가 도시된다. 채널 구조(30)은 전
송될 신호를 수신하고 도1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한 처리를 통해 처리된다. 전송될 신호는 프레임 품질 표
시자(31) 및 테일 인코더(32)를 추가함에 의해 수정된다. 신호는 중첩 인코딩, 심볼 반복 및 블럭 인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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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블럭 33-35)에 의해 더욱 처리된다. 블럭 인터리버(interleaver; 35)의 출력은 다음으로 1.2288Mcps(1
초 당 메가문자) 내지 19.2ksps(1초 당 킬로심볼)로 감소되도록 롱코드 발생기(37)에서 발생되고 데시메
이터(decimator; 38)내에서 데시메이트된 롱 코드와 혼합되고 .2288Mcps(1초 당 메가문자)로 감소된다.

다음으로 혼합된 신호는 멀티플렉서(MUX)로 입력되는데, 이는 전력 제어 비트로 멀티플렉스된다. 멀티플
렉서(39)는 데시메이터내에서 40 내지 800Hz로 데시메이트된 롱 코드에 의해 클럭(clock)된다. MUX(39)는 
데이타 스트림을 천공(puncture)하도록 사용되며 전력 제어 비트를 전송될 신호내로 삽입한다.

다음으로 신호는 분할되고 가산기(41)내에서 I-채널 PN(의사수)로 및 가산기(9942)내에서 Q-채널 PN으로 
가산된다. 그 결과의 신호는 필터(43 및 44)에서 각각 필터링된다. 필터(43 및 44)로부터의 출력은 혼합
기(45  및 46)에서 신호(θ)의 코사인 및 사인과 혼합된다.  그 결과의 신호는 다음으로 전송될 신호(S
(t))를 제공하도록 합산기(47)에서 같이 합산된다.

이동국에 의해 수시된 경우 이 신호는 처리된다. 전력 제어 비트가 인식되고 이동국은 그 전력을 적절히 
조절한다.

도4의 흐름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50으로 표시된 종래 기술의 기지국을 사용하여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
이  도시된다.  방법(50)은  단계  51에서  PCG가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경우에  시작한다.  실제  수행에 
있어서, PCG는 특정 이동국에 의해 전송되든지 다른 소스로부터 유도되든지 특정 시간 주기 동안 기지국
에 의해 수신된 모슨 신호이다. 수신된 제1 부분인 제 1PCG는 다음으로 단계 52에서 에너지(또는 수신된 
전력 레벨)를 추정하도록 검토된다.

다음으로 에너지 추정은 임계값(Es)과 비교된다(결정 단계 53). 추정값이 Es를 초과한다면, 전력 차단 제

어 비트는 이동국으로의 다음 전송에 삽입된다(단계 54). 추정이 Es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력 상승 제

어 비트가 이동국으로의 다음 전송내에 삽입된다(단계 55). 다음으로 전력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전송이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도5에서,  일반적으로  60으로  표시된  종래  기술의  이동국에  사용되는  전력  제어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방법(60)은 이동국에 의해 전송이 수신되는 경우 단계 61에서 시작된다. 상기 신호는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전력 제어 비트를 복구하도록 검토된다(단계 62). 다음으로 이동국은 전력 제어 비트가 이동
국에 의해 전송된 PCG 버스트에 응답하여 전송된지를 결정한다(결정 단계 63). 상술한 것처럼, 이동국이 
완전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전송되는 경우, 모든 PCG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기지국으로부
터의 전력 제어 비트는 이동국에 의해 사용되는 PCG에 의한 것이다. PCG가 이동국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기지국에 의한 측정을 기초로 전력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전송 지연 시간을 알고 있음으로, 이동국은 전
력 제어 비트가 관련된 PCG를 미리 안다. 전력 제어 비트가 사용된 PCG에 응답하는 경우, 이동국은 지시
된 대로 전력을 조절한다(단계64). 전력 제어 비트가 사용된 PCG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전력 제어 비트
는 무시되고 방법(60)은 종료된다(단계 65).

도6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68로 표시된 전송 속도에 의한 전력 제어 그룹의 매트릭스가 도시된다. 도2와 
도6의 매트릭스 사이에는 2개의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본 발명은 모든 전송 속도의 모든 PCG를 사용한다
는 것이다. 이는 데이타의 용장 전송에 의해 수행된다. 예를 들면, 1/2의 속도의 PCG(1)는 2번 전송되는
데, 1A에서 한번 및 1B에서 다시 전송된다. 이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신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시간 다양성(time diversity)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간 다양성으로 인해 Eb/No(비트 당 에너지/노이즈)는 

개선되어 개선된 수용성을 가진다. 매트릭스(68)에 도시되고 블럭의 높이에 의해 표시된 것처럼, 1/2 속
도 PCG의 전송은 완전 속도의 전력의 1/2이다. 결과적으로 CDMA 통신 시스템으로 전송된 총 에너지의 양
에는 변화가 없지만, 품질은 개선된다.

도7에서, 일반적으로 70으로 표시된 본 발명을 사용하는 기지국의 전력 제어공정의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
된다. PCG가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경우(단계 71), 에너지가 추정된다(단계72). 다음으로 추정은 제1 임
계값과 비교된다(단계 72). 이 제1 임계값은 최고 임계값이며 완전 속도 전송과 관련된 임계값이다. 추정
된 에너지가 임계값 이상인 경우, 3개의 전력 제어 비트는 다운 제어(1,0,0)으로 설정된다(단계 74). 이
러한 다중 속도 제어 명령이 이동국에 의해 수신된 경우, 전송 속도와 무관하게 그 전송 전력을 다운 제
어(down control)할 것이다. 추정이 제1 임계값 이상이 아닌 경우, 이는 제2 임계값과 비교된다(결정 단
계 75).이러한 제2 임계값이 1/2 속도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임계값이 될 것이다. 추정이 제2 임계값 이상
인 경우, 다중 속도 전력 제어 명령은 (0,1,0)으로 설정된다(단계 76). 이 명령은 1/2, 1/4 및 1/8 속도 
전송기가 전송 전력을 다운 제어하도록 지시하고, 완전 속도 전송기가 전송 입력을 업 제어(up control)
하도록 지시한다. 공정(70)은 제3 임계값(1/4  속도 전송)에 대해 계속하고(단계77 및 78),  제4 임계값
(1/8 전송)에 대해 계속한다. 어떠한 임계값도 넘어서지 않는 경우, 다중 속도 전력 제어 명령은(0,0,0)
으로 설정된다(단계 81). 이러한 명령이 이동국에 의해 수신된 경우, 그 전송 속도와는 무관하게 그 전송 
전력을 업 제어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력 제어 명령은 이동국에 대한 다음 전송내로 삽입되고(단계 
82), 전송된다(단계 83).

도8에서,  일반적으로  90으로  표시되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이동국의  전력  제어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방법(90)은 신호의 수신으로 시작된다(단계 91). 다음으로 신호는 전력 제어 명령을 복구하도
록 처리된다(단계 92). 다음으로 방법(90)은 그 전송 속도에서 취해질 관련 활동을 결정하도록 전력 제어 
명령을 계산한다(단계 93). 다음으로 이동국은 전력 제어 명렁에 의해 지지된 대로 전력을 조절하고(단계
94), 공정은 다음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종료된다(단계95).

이 방법은 동작자가 감소된 전력에서 연속적인 듀티 사이클을 허락함에 의해 버스트된 듀티 사이클을 사
용함으로써 연루된 문제를 회피하도록 한다. 또한, 전송의 시간 다양성에 의해 얻어진 반복 신호는 Eb/No

를 제공하여 수용성을 개선하게 된다.

도9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00으로 표시된 본 발명을 사용하는 CDMA 역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가 도시된
다. 종래 기술에서처럼, 전송될 신호는 프레임 품질 표시자가 신호에 추가되는 블럭(111)에서 수신된다. 
다음으로, 테일 비트는 블럭(112)에서 추가된다. 신호는 블럭(113)에서 중첩 인코드되며, 심벌 반복이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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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114)에서 수행된다. 다음으로 데이타는 인터리브(115)되고 변조(16)된다.

본 설계에서, 모든 PCG가 모든 전송 속도에 대해 사용되므로 랜덤 장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
로, 변조기(116)로 인한 신호는 혼합기(119)로 직접 입력되고 이는 롱 코드 발생기(118)로부터의 롱 코드
와 혼합한다.

혼합기(119)로부터의 신호는 I 및 Q 성분으로 분할되는데, 1.2288MHz(메가헬쯔) 신호와 혼합함에 의해 업 
변환되고 지연(delay; 123)에서 Q 신호를 지연한다. 다음으로 I 및 Q 성분은 필터(122 및 124)내에서 필
터링되며, 신호 θ의 코사인 및 사인과 혼합된다. 다음으로 2개의 신호는 합산기(127)에서 결합된다.

다음으로 합산기(127)로부터의 신호는 조절가능한 증폭기(129)에 의해 증폭된다. 증폭기(129)는 전송 속
도를 기초로 조절된다. 완전 속도에 있어서는, 신호는 완전 전력으로 출력된다. 1/2 속도에 있어서는, 전
력은 도6의 매트릭스에서 표시된 것처럼 1/2 전력이 될 것이다.

도10을 참조로, 일반적으로 130으로 표시된 CDMA 정방향 채널 구조의 블럭도가 도시된다. 도3의 채널 구
조에 있어서, 전송될 신호는 프레임 품질 표시자(131) 및 테일 인코더(132)를 추가함에 의해 수정된다. 
신호는 중첩 인코딩. 심볼 반복 및 블럭 인터리빙에 의해 처리된다(블럭 133 내지 135). 다음으로 블럭 
인터리버(135)의 출력은 롱 코드 발생기(137)내에서 발생된 롱 코드와 혼합되고 1.2288Mcps(1초 당 메가
문자(에서 19.2ksps(1초 당 킬로심볼)까지 감소되도록 데이메이터(decimator; 138)내에서 
데시메이트된다.

다음으로 혼합된 신호는 멀티플렉서(MUX)로 입력되고 4개의 전력 제어 비트와 멀티플렉스된다. 멀티플렉
서(139)는 데시메이터(140)에서 800Hz로 데시메이트된 롱 코드에 의해 클럭된다. 멀티플렉서(139)는 데이
타 스트림을 천공하고 4개의 전력 제어 비트를 전송될 신호로 삽입하는데 사용된다. 4개 비트로 순방향 
링크를 천공함은 다운링크 품질 성능에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IS-95 다운링크는 800bps(초 
당 비트)에서 천공된 중첩 코드의 1/2인 속도를 사용한다. 이는 0.522의 속도에 대응된다. 본 설명에서, 
2400bps에서  천공된  중첩  코드의  1/2인  속도는  0.570의  속도가  된다.  선택적으로,  속도  정보는 
SACCH(Slow Associated Control CHannel)과 같은 제어 채널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천공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 8비트에서 6비트로 테일 비트(tail bit)의 수를 감소하는 것이다.

도11 및 도12에서,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선택적 실시예가 도시된다. 도11에서, 일반
적으로 150으로 표시되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이동국의 방법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방법(150)은 단계 151
에서 전송 순서를 시작한다. 제1 프레임은 전송을 위한 제1 전송 속도에서 처리되고(단계 152), 저장된다
(단계 153). 다음으로 제2 프레임은 제2 전송 속도로 처리된다(단계 154). 제2 전송 속도의 표시자는 제1 
프레임에 삽입되고(단계 155), 그 프레임이 전송된다(단계 156). 다음으로 상기 방법은 순차적인 전송의 
전송 속도의 표시자를 삽입함에 의해 계속된다(단계 157).

도12에서, 일반적으로 160으로 표시된 본 발명을 사용하는 기지국의 한 방법의 흐름도가 제공된다. 신호
가 수신되는 경우 방법(160)은 정지(161)에서 시작된다. 제1 프레임이 수신되고(단계 162), 표시자를 사
용하여 제2 전송 속도가 결정된다(단계 163). 제2 프레임이 수신된 경우(단계 164), 제2 프레임의 전력이 
추정되고(단계 165), 제2 전송 속도에 대한 임계값과 비교된다(단계 166).

그러므로, 낮은 속도 전송에 대한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다수의 에너지 임계값의 사용을 통해 임의의 
전송 속도에서 연속적인 신호의 사용을 허용하는 동작의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와 결부하여 설명되었지만, 많은 개조, 수정 및 변형은 상술한 설명에 의해 당업자
에게는 분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개조, 수정 및 변형을 첨부된 청구 범위내에 포함하는 것이 의도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DMA 통신 시스템에서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으로 전송될 연속 신호의 
제1 프레임을 제1 전송 속도로 처리하는 단계(152); 이동국에서 상기 연속 신호의 상기 제1 프레임을 저
장하는 단계(153);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될 연속 신호의 제2 프레임을 제2 전송 속
도로 처리하는 단계(154); 상기 연속 신호의 상기 제1 프레임내에 상기 제2 프레임의 상기 제2 전송 속도
의 상기 CDMA 통신 시스템에서 전력을 제어하도록 사용될 표시자(indicator)를 삽입하는 단계(155); 및 
상기 연속 신호의 상기 제1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15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속 신호의 상기 제1 프레임을 기지국에서 수신하는 단계(162); 상기 제1 프레임
내의 상기 표시자로부터 상기 제2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163); 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연속 신호의 
상기 제2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164); 상기 연속 신호의 상기 제2 프레임의 수신된 전력 레벨을 추정하
는 단계(165); 및 상기 제2 프레임의 상기 수신된 전력 레벨을 상기 제2 전송 속도에 대한 임계 전력 레
벨과 비교하는 단계(166)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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