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4B 7/26 (2006.01)

     H04B 7/005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9월07일

10-0619223

2006년08월25일

(21) 출원번호 10-2006-7015443(분할) (65) 공개번호 10-2006-0090737

(22) 출원일자 2006년07월28일 (43) 공개일자 2006년08월14일

(62) 원출원 특허10-2006-7000195

원출원일자 : 2006년01월03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1월03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7월2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2/007453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010903

국제출원일자 2002년07월23일 국제공개일자 2003년02월06일

(30) 우선권주장 JP-P-2001-00223652

JP-P-2001-00233872

JP-P-2001-00245100

2001년07월24일

2001년08월01일

2001년08월10일

일본(JP)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엔티티 도코모

일본 도쿄도 치요다쿠 나가타쵸 2쵸메 11반 1고

(72) 발명자 오쿠무라 유키히코

일본, 도쿄 100-6150, 치요다-쿠, 나가타쵸 2-쵸메, 11-1, 산노파크타

워, 엔티티 도코모 지적재산부 내

오가와 신수케

일본, 도쿄 100-6150, 치요다-쿠, 나가타쵸 2-쵸메, 11-1, 산노파크타

워, 엔티티 도코모 지적재산부 내

(74) 대리인 정홍식

심사관 : 김상우

(54)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송신전력 제어장치와 방법,이동국 및 통신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을 연산하는 전반손실 연산수단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전반손실 연산수단에서 연산된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의 전

반손실을 기초로 하여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고, 수신신호 품질이 소정의 품질보

다 낮다고 판정될 때에는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관련없이 송신전력을 해당 판정시의 송신전력값으로

부터 소정의 특성에 따라 상승시키는 자율제어 단계를 포함하며,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

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관계없이 송신전력을 초기값으로부터 소정의 특성에 따라 상승시키도

록 제어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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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이동통신, 기지국, 이동국, 송신전력 제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이 적용된 이동통신 시스템의 소프트 핸드오버 모델의 예를 나타낸 도

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따라 송신전력 제어가 행해지는 이동국의 구성예를 나타내는 블록

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의 제 1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4는 경판정부(硬判定部)(hard decision unit)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연산부에서의 연산논리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2에 도시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의 제 2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7은 도 2에 도시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의 제 3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8은 도 2에 도시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의 제 4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9는 도 2에 도시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의 제 5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성예를 나타내 보인 블록도,

도 11은 도 10에 도시된 이동국에의 송수신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12는 도 11에 도시된 송수신 장치의 SIR감시부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이동국에서의 수신 SIR의 상태예와, 그것을 토대로 하는 송신전력 제어의 상태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이동국의 송수신 장치의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15는 이동국에 있어서 송신전력의 제 1 제어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송수신 장치에 있어서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에서의 처리단계의 일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17은 이동국에 있어서 송신전력의 제 2 제어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이동국의 송수신 장치의 다른 구성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19는 이동국에 있어서 송신전력의 제 3 제어예를 나타낸 도면,

도 20은 종래의 송신전력 제어를 토대로 한 수신SIR의 상태예를 나타낸 도면,

도 21은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동기화 하기 위한 단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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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종래의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의한 이동국에 있어서 송신전력의 제어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송신전력 제어장치 및 방법, 이동국 및 통신장치에 관한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복수의 기지국과 무선통신을 수행하는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및 방법과 이동국 및 통신장치, 또는 다른 통신장치와 신호의 무선 송수신을 행하며, 수신신호 품질을 토대로 결정한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이용될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

전력 제어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일본국 특허공개공보 특개평 9-312609에는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과

무선통신을 행하여 소프트 핸드오버(soft hand over)를 수행할 때의 송신전력 제어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송신전력 제어방법에서는 소프트 핸드오버일 때,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는 2개의 기지국 각각은 수신신호에

대해 희망파에 대한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이하, 수신 SIR(SIR : 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power Ratio 라고

함)을 측정하고, 이 수신 SIR이 목표 SIR에 근접하도록 송신전력 제어비트(전력증가 또는 전력감소를 나타냄)를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각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이동국은 해당 2개의 기지국 각각으로부터 신

호에 대한 수신 SIR을 측정하고, 대응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신뢰도로서 각 기지국의 수신 SIR을 고

려하면서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전력증가, 전력감소 또는 전력유지)를 수행한

다.

구체적으로는 한쪽의 기지국의 수신 SIR이 소정의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신

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무시되고, 다른 한쪽의 기지국으로부터 받은 송신전력 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전력증가 또

는 전력감소)가 행해진다. 또한, 쌍방의 기지국의 수신 SIR이 소정의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쌍방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것들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와 상관없이 현재의 송신전력이 유지된

다. 더욱이, 쌍방의 기지국의 수신 SIR이 소정의 기준치보다 클 경우, 송신전력이 보다 적어지도록 선택된 송신전력 제어

비트(전력감소를 나타냄)를 기초로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따르면, 각 기지국에서 수신된 복수의 송신전력 제어비트 중, 보다 신뢰성이 높

은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이 보다 적어지도록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가 수행되므로, 안정적인 통신품

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낭비 없는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이동국은 복수의 기지국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측정된 각 수신 SIR을 최대비율로 합성하고, 그 합성을 통해 얻어

진 SIR을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생성된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이동국에서 각 기지국으로 전송

되고, 각 기지국은 이동국에서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제어를 수행한다.

상술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는 각 기지국에 관해서의 수신 SIR을, 대응하는 기지국으

로 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신뢰도로서 취급한다. 그러나, 이동국에서의 신호수신 품질(상기 합성 SIR)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도록 각 기지국에서 송신전력 제어가 행해지면서, 송신된 신호를 토대로 해당 이동국에서 그 수신 SIR이 측정되

기 때문에, 항상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전송로(電派傳送路)의 상태(페이딩 상태(fading condition), 거리 등)를 충실

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프트 핸드오버일 때는 이동하는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전송로의 상태(특히, 거리)

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파 전송로의 상태를 보다 충실히 고려하면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는 것

이, 통신품질을 만족시키면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종래의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호 신호의 무선 송수신을 행하는 각각의 이동국과 기지국은 다음

과 같이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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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신호에 대한 희망파 대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이하, 수신 SI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power ratio)을 수신신호 품질로서 측정하고, 이 수신 SIR과 목표 SIR과의 차이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비트

(전력증가 또는 송신전력 감소를 나타냄)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이 송신전력 제어비트(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지

국으로 송신한다.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한편, 이동국으로부터의 수신신호에 대한

수신 SIR을 측정하고, 그 수신 SIR과 목표 SIR과의 차이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생성한다. 그리고, 기지국은 이 송

신전력 제어비트를 이동국으로 송신한다.

이동국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지국으로 송신해야 할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생성함과 동시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자국(自局)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상기와 같은 이동국 및 기지국에서의 송신전력제어에 따라, 이동국에서는 기지국에서의 수신 SIR이 목표 SIR에 근접할 수

있도록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한, 기지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국에서의 수신 SIR이 목표 SIR에 근접할수 있도

록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에 의해,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전파 전송로의 상태(거리, 페이딩

의 상태 등)가 변동하여도 이동국 및 기지국은 수신신호 품질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낭비 없는 송신전력으로 신호의 송수신

이 가능하게 된다.

이동국 및 기지국에 있어서 상술한 송신전력 제어가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을 경우, 이동국 및 기지국에서는, 예를 들면,

도 20에서 “정상”으로 표시된 영역과 같이, 수신 SIR은 목표 SIR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좁은 범위내에서 추이하

게 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여도, 예를 들면, 도 20에서 “이상”으로 표시된 영역과 같이, 수신

SIR이 목표 SIR에 미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저하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

다고 판단되어 진다.

이동국에서의 수신 SIR이 상술한 바와 같이 저하해 버리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동국에서 생성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

대로 하는, 기지국에서의 송신전력제어가 정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이동국에서 업

링크(up link)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기지국에서의 수신품질이 충분하지 않고, 이동국에서 생성된 송신전력 제

어비트 값과 다른 값으로 기지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동국

에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송신할 때의 송신전력 제어가, 기지국에서의 그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수신 품질을 반드시 소정

의 레벨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동국에서의 수신 SIR의 저하에 기인하여, 기지국에서 송신된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이동국

에서 그 수신품질이 저하되고, 해당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그 정상적이지 못한

송신전력 제어로 인하여 이동국에서 송신된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기지국에서 그 수신품질이 저하된다. 또한, 기지국에서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수신품질이 저하되어서, 기지국에서 송신전력 제어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동국에서

의 수신 SIR이 점차 저하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통신이 끊길 우려가 있다.

종래의 CDAM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정보 데이터 전송을 개시하기 전에 이동국과 기지

국은 공통 제어채널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정보(사용하는 고유 확산부호에 관한 정보, 개별채널의 신호포맷에 관한 정보

등)의 송수신을 행하고, 그 후 상기 각종 정보를 토대로 결정된 개별채널을 이용하여 소정포맷에 따른 신호의 송수신을 행

하여 양측에서의 신호동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화를 위한 처리는, 예를 들면 도 21에 도시한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도 21에 있어서, 기지국(200)이 소정 포맷에 따른 신호의 송신(다운링크 송신)을 개시한다(①). 이 다운링크 송신되는 신

호는 소정의 패턴이 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전력증가 또는 전력감소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포함한다. 이동국

(100)은 기지국(200)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동기인입(synchronization initiation) 처리를 수행한다(②). 이 동기인입

처리에 의해 동기가 확립(다운링크 동기확립)된 것으로 판단되면(③), 이동국(100)은 수신되는 상기 소정 패턴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하면서 소정의 포맷에 따른 신호의 송신(업링크 송신)을 개시한다(④).

기지국(200)은 이동국(100)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동기인입 처리를 수행한다(⑤). 이 동기인입 처리에 따라, 해당 기

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된다(업링크 동기 확립) (⑥). 기지국(200)이 신호의 송신을 개시(①)하고 나서 해당 기지국

(200)에서의 업링크 동기 확립(⑥)이 이루어질 때 까지 유한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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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동기화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 이동국(100)의 송신전력 제어는, 예를 들면 도 2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행해진다.

기지국(200)은, 당초 이동국(100)에서의 신호를 수신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링크 송신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도 21의

①참조), 예를 들면, 항상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패턴(예를 들면, 전체가 「1」인 패턴)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해당 신호와

함께 송신한다. 이동국(100)은 다운링크 동기확립(도 21에 있어서의③)의 판정을 내린 다음, 도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업

링크 송신개시(도 21에 있어서의④)의 시각 t1부터 송신전력을 상기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비트(1,1,1,1,....)에 따라서, 예

를 들면, 전반 손실 등을 토대로 결정된 초기값 P0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승시킨다.

상기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주기는 상기 이동국(100)과 기지국(200)에서 동기 확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매우 짧다. 그 때문에 상기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에 의해 송신전력 값이 상승하

여 최대값 Pmax 에 도달하면 송신전력은 그 최대값 Pmax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하여 이동국(100)이 최대값 Pmax 가 되도록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하면서 신호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신호의 기

지국(200)에서의 동기인입에 의해 업 링크 동기가 확립되면(시각 t2), 그 후, 기지국(200)은 이동국(100)으로부터의 신호

에 대한 희망파 대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이하, 수신 SI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power ratio라 함)을 수신

신호 품질로서 측정하고, 이 수신 SIR과 별도로 정해진 목표 SIR과의 차이를 기초로 송신전력 제어비트(전력증가 또는 전

력감소를 나타냄)를 생성한다. 그리고, 기지국(200)은 이와같이 생성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이동국(100)으로 송신(다운

링크 송신)한다.

상기와 같이 기지국(200)에서의 업링크 동기가 확립된 시점(시각 t2)에서는, 이동국(100)은 최대값 Pmax가 되도록 송신

전력 제어를 수행하므로, 해당 이동국(100)으로부터의 수신 SIR은 목표 SIR보다 큰 값이 되고(과잉 품질), 업링크 동기가

확립한 직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연속적으로 전력감소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예컨데 「0」)가 생성된다.

상기와 같이 기지국(200)에서의 업링크 동기 확립이 이루어진 이후(시각 t2 이후), 이동국 (100)은 상기와 같이 하여 기지

국(200)에서 생성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폐쇄루프 제어)를 수행하면서 신호의 송신을 수행한다

(업링크 송신). 그 결과, 이동국(100)의 송신전력은, 기지국(200)에서의 수신 SIR이 목표SIR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값

으로 제어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동국(100)은 소정의 타이밍으로 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신호를 개시한다.

상기와 같은 기지국(200)과 이동국(100)간 정보 데이터의 송신을 개시하기 전에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방법

은, 이동국(100)에서 기지국(200)으로부터의 신호와 다운링크 동기가 확립된 후(도 22에 있어서의 시각 t1후)에, 이동국

(100)은 기지국(200)에서의 연속적으로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 비트(1,1,1,1,...)를 토대로 송신전력을 급속

히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면서 신호 송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에 의해 기지국(200)에 있어서, 이동국(100)

으로부터의 신호의 수신품질이 급속하게 상승한다. 이 때문에 기지국(200)에서의 다운링크 동기확립을 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지국(200)과 이동국(100)간의 신호 송수신에 있어서,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은 기지국(200)에서의 수신

신호 품질(예컨데, 수신SIR)이 목표 품질(예컨데, 목표SIR)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도 22에 있어서 시각

t2 이후의 송신전력값 참조). 이와 같이 기지국(200)에서의 수신신호 품질이 목표품질로 유지되도록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을 최대값 Pmax 로 제어하거

나, 이 최대값 Pmax에 가까운 값으로 제어하면 기지국(200)과 이동국(100)사이에서 정보데이터의 송신이 개시되기 직전

에 있어서, 이동국(100)의 송신전력이 일시적으로 과잉값으로 되어 업링크 회선의 쓸데없는 전력소비가 발생됨과 동시에

기지국(200)에서 무선 리소스가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제 1의 기술적 과제는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과 무선통신을 할 때,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

파 전송로의 상태를 보다 충실히 고려하여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 2의 기술적 과제는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 장치에서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동국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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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제 3의 기술적 과제는, 다른 통신장치와 신호의 무선송수신을 하여 수신신호 품질을 토대로 결정된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품질이 연

속해서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한 송신전력 제어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 4

의 기술적 과제는 이와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구비한 통신장치를 구비하는 것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 5의 기술적 과제는 이동국과 기지국간에서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가능한한 신속하게 동

기 확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동국에서 낭비없는 송신전력이 되도록 제어가 가능한 송신전력 제어방법 및 장치를 제공

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제 6의 기술적 과제는 이러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따라 송신전력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동국

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무선접속되는 복수의 기지국 각각이 수신신

호품질에 따라서 결정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으로 송신할 때,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진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인 송신전

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전송로(電波傳送路)에서의 전반손실(傳搬損失)을 연

산하는 전반손실 연산수단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진 송신전력제어정보와, 상기 전반손실 연산수

단에 의해 연산된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을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

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에서는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 전송로의 전반손실을 연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각 기지국

에서 소정의 신호가 고정적으로 송신전력으로 송신되기 때문에, 이 연산된 전반손실은 대응하는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전

파 전송로의 상태(거리, 페이딩 상태 등)를 보다 충실히 나타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파 전송로

의 전반손실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이동국을 통해 얻어진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결정된다.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할 때,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의 상태를 각 상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고려한

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본 발명은,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이동국간의 전파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이 보다 작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보다 커지도록, 각 기지

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진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가

중치 보정수단과, 상기 가중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가중치 보

정정보를 합성하여,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합성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수단에서 얻어진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는,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값 및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2 값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이동국이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연판정(軟判定;soft decision))값

으로서 취득하며, 상기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상기 합성수단에서 얻어진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값을 소정의

문턱값(threshold)을 이용하여 경판정(硬判定;hard decision)하는 경판정수단을 포함하며, 그 경판정결과에 따라서 이동

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한 낭비없는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볼때, 본 발명은,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경판정수단에서 이용되는 상기 소정의 문턱값은,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제 1

값과 제 2 값의 중간값에서 소정량 만큼 제 1 값에 근접한 값으로 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는 상기 소정의 문턱값이 소정량 만큼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값에 근접한 값

으로 되었기 때문에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값은 이 문턱값을 이용한 경판정에 따라 전력증가의 제어상태가 아니라고

판정되기 쉽다.

그 결과 낮은 전력에서도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상기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는,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값 및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2 값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이동국은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연판정값으로 취득하는 경우, 보

다 세밀한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볼때, 상기 송신전력 제어 정보 결정수단은, 상기 합성수단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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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값을 제 1 문턱값을 이용하여 경판정하는 제 1 경판정수단과, 상기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

보의 값을, 상기 제 1 문턱값과 상이한 제 2 문턱값을 이용하여 경판정하는 제 2경판정수단과, 상기 제 1 경판정수단의 판

정결과 및 상기 제 2 경판정수단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제어정보, 전력감소의 제어

상태를 나타내는 제 2 제어정보 및 전력유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3 제어정보 중 어느 하나를 생성하는 제어정보 생

성수단을 포함하며,상기 제어정보 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제어정보를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

보로서 결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에서는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 값이 제 1 및 제 2 문턱값보다 클 경우, 제 1 및 제 2 문턱값

보다 작을 경우, 제 1 문턱값과 제 2 문턱값 사이의 값이 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제 1 제어상태, 제 2 제어상태 및 제 3

제어상태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동국간의 전파송신로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

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할 때에 고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

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부터, 상기

전반손실 연산수단에 의해 연산된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이 최소가 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

어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선택수단에서 선택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

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낭비없는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다 라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

어정보 결정수단은,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이 보다 작은 기지국으로부터터 전송된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보다 커지도록, 각 지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진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

어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가중치 보정수단과, 상기 가중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

력 제어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 중에서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근접한

보정정보가 우선시되도록 결정된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제어정보 생성수단을 포함하며, 상

기 제어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된 제어정보를 이동국의 송신전력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로서 결정하도록 구성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는,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값 및 전력감소의 제어상

태를 나타내는 제 2 값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이동국이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연판정값으로서 취득하는 경

우, 상기 제어정보 생성수단은, 상기 가중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한 상기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값을 소정의 문턱값을 이용하여 경판정하는 경판정수단과,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한

경판정 결과의 어느 하나를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경판정 결과가 우선시되도록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선택수단에서 선택된 경판정결과를 기초로 제어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가 양호한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낭비없는

송신전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 결정수단은,

상기 전반손실 연산수단에서 연산된 각 전반손실이 소정의 전반손실 보다 작은지를 판정하는 전반손실 판정수단과, 상기

전반손실 판정수단으로 상기 소정의 전반손실보다 작다고 판정된 전반손실이 한개인 경우에 그와같이 판정된 전반손실에

대응한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근거로 제어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전반손실 판정수단에서 상기 소정의 전

반손실보다 작다고 판정된 전반손실이 복수인 경우에 그 복수의 전반손실에 대응한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

정보중에서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근접한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우선시되도록 결정된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어정보를 생성하고, 나아가, 상기 전반손실 판정수단에서 전체 전반손실이 상기 소정의 전반

손실보다 작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서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송신전

력 제어정보에 근접한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우선시되도록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제어

정보 생성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된 제어정보를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로서 결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무선접속되는 복수의 기지국 각각이 수신신호

품질에 따라서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으로 송신할 때,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인 송신전

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을 연산하는 전반손실 연산수

단과, 이동국의 페이딩의 상태를 측정하는 페이딩 측정수단과, 상기 페이딩 측정수단에서 측정된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태보다 양호한지를 판정하는 페이딩 상태 판정수단과, 상기 페이딩 상태 판정수단에서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태보다 양호하다고 판정된 경우, 제 1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유효하게 하며, 상기 페이딩 상태 판정수단

등록특허 10-0619223

- 7 -



에서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태보다 양호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제 2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유효하

게 하는 절환(切換) 제어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의 전반손실이

보다 작은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하여 가중치가 보다 커지도록,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

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가중치 보정수단과, 상기 가중

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합성하여, 합

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합성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수단에서 얻어진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

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하고, 상기 제 2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각 기지

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서, 상기 전반손실 연산수단에서 연산된 이동국간의 전파

전송로의 전반손실이 최소가 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선택수단

에서 선택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에서는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태보다 양호한 경우,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파

전송로의 상태를 충실히 나타내는 전반손실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진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

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결정된다. 한편,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태보다 양호

하지 않은 경우,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이 최소가 되는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근거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기지

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는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게 된다.

나아가,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무선접속되는 복수의 기지국 각각이

수신신호 품질에 따라서 결정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으로 송신할 때,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

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

인 송신전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이동국이 무선접속될 기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이동국과 각 기

지국간의 전송로 품질을 측정하는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상기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에서 얻어지는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송로 품질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에서는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파전송로의 상태를 보다 충실히 나타내는 전송로 품질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근거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

력 제어정보가 결정된다. 나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송로 품질은 원래 이동국이 무선접속 될 기

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해당 송신전력 제어장치의 구성을 간략화 하는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인 송신전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토대로 측정되는 전송로 품질은 이동국과 각 기지국

간의 거리, 페이딩 상태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동국이 무선접속될 기지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라면 특별

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전반손실, 이동국에서의 상기 소정신호의 수신 레벨 및 이 소정 신호에 따라 측정되는 희망파

대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수신 SIR(SI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의 어느것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무선접속되는 복수의 기지국 각각이

수신신호 품질에 따라서 결정한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값 및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2 값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으로 송신할 때에,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

신전력 제어정보의 연판정값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

인 송신전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송로 품질을 측정하는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

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연판정값과, 상기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에서

측정된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송로 품질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전력 제어수단은 이동국간의 전송로 품질이 보다 양호한 기지국의 송

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커지도록,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연판

정값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가중치 보정수단과, 상기 가중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

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합성해서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합성수

단과, 상기 합성수단에서 생성된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값을,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얻을 수

있는 제 1 값과 제 2 값의 중간 값보다 소정량 만큼 제 1 값에 근접한 값으로 되는 문턱값을 이용하여 경판정을 수행하는

경판정수단을 포함하며, 그 경판정결과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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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인 송신전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측정되는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송로 품

질은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거리, 페이딩 상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한정되지지 않고, 예를 들면 전반손

실, 이동국에서의 상기 소정신호의 수신 레벨 및 이 소정 신호에 따라 측정되는 희망파 대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수신

SIR(SI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Ratio))의 어느것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무선접속되는 복수의 기지국 각각이 수

신신호 품질에 따라서 결정한 전력증가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값 및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2 값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으로 송신할 때에,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

력 제어정보의 연판정값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각 기지국에서 고정적인 송

신전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송로 품질을 측정하는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과,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연판정값과, 상기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

에서 측정된 각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전송로 품질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

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송신전력 제어수단은, 이동국간의 전송로 품질이 보다 양호한 기지국

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커지도록,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연판정값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가중치 보정수단과, 상기 가중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하는 상기 가중치보정 제어정보를 합성해서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합

성수단과, 상기 합성수단에서 생성된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값을, 제 1 문턱값을 이용하여 경판정하는 제 1 경판정수

단과, 상기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 값을, 상기 제 1 의 문턱값과 상이한 제 2 문턱값을 이용하여 경판정하는 제 2 경판정

수단과, 상기 제 1 경판정수단의 판정결과 및 제 2 경판정수단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전력증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1 제어정보, 전력감소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2 제어정보, 및 전력유지의 제어상태를 나타내는 제 3 제어정보 중 어느

하나를 생성하는 제어정보 생성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된 제어정보를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

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로서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국과 무선접속되는 복수의 기지국 각각이 수

신신호품질에 따라서 결정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이동국으로 송신할 때,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

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따라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각 기지국에서 고정적인 송

신전력으로 송신되는 소정의 신호를 기초로,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송로 품질을 측정하는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과, 이

동국의 페이딩 상태를 측정하는 페이딩 측정수단과, 상기 페이딩 측정수단에서 측정된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

태보다 양호한지를 판정하는 페이딩 상태 판정수단과, 상기 페이딩 상태 판정수단에 의하여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

의 상태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제 1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을 유효하게 하며, 상기 페이딩 상태 판정수단

에 의하여 이동국의 페이딩 상태가 소정의 상태보다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제 2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

단을 유효하게 하는 절환 제어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이동국간의 전송로 품질이 보다

양호한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한 가중치가 보다 커지도록, 각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

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가중치 보정수단과, 상기 가중치

보정수단에서 얻어진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대응한 상기 가중치 보정 제어정보를 합성하여 합성 송신

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합성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합성수단에서 얻어진 합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하며, 상기 제 2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은, 각 기지국으로

부터 전송되어 이동국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로부터, 상기 전송로 품질 측정수단에서 측정된 이동국간의 전송로

품질이 최상이 되는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선택수단에 의하여 선택된 송신

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제 2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복수의 기지국과 무선접속될 수 있는 이동국은 복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합성하는 신호합성수단과, 상기 신호 합성수단에서 얻어진 합성신호로부터 다운링크 전

송정보를 복원하는 정보복원수단과, 상기 신호합성수단에서 얻어진 합성신호의 수신품질을 연산하는 수신품질 연산수단

과, 상기 수신품질 연산수단에서 연산된 수신품질을 기초로, 각 기지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생성수단과, 상기 송신전력 제어정보 생성수단에서 생성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각 기지국으

로 송신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송신수단과, 상술한 송신전력 제어장치의 어느하나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제 3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통신장치와 신호의 무선송수신을 수행하

고, 수신신호품질에 따라서 결정된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

신장치의 송신전력을, 상기 다른 통신장치로부터 제공된 소정의 정보를 기초로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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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신신호 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품질 판정단계와, 상기 품질 판정단계에서 상기 수신신호

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송신전력을 상기 다른 통신장치로부터 제공된 소정의 정보에 관계없

이 그 판정시의 송신전력값에서 소정 특성에 따라서 상승시키는 자율 제어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방법에서는 통신장치의 수신신호 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되면, 해당 통신장치의 송신전력은

상기 다른 통신장치의 소정의 정보에 관계없이 소정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상승된다.

해당 통신장치의 송신전력이 상승됨에 따라 수신신호 품질에 따라 결정된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할 때, 해당 송신전력 제어정보의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수신품질이 개선된다. 그 결과, 상

기 다른 통신장치는 그 품질이 개선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수신신호품질은 다른 통신장치에서 송신제어가 수행되면서 송신되는 신호의 해당 통신장치에서의 수신품질을 나타

내는 것이라면, 어느 정보라도 나타낼수가 있고, 예컨데 상기 신호의 수신신호 레벨이라도 그 신호와 간섭파로서 작용하는

다른 신호나 잡음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SIR(Signal to Interference plus noise power ratio)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상기 송신전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소정의 특성은 상기 판정시의 송신전력값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어떠한 특성을 가

져도 상관이 없을뿐 아니라 어떠한 경사를 가지고 서서히 상승하는 특성이라도 상관없다. 나아가, 서서히 상승시키는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전력값이 저하되어도 저하된 후의 전력값이 상기 판정시의 전력값보다 작게되지 않으면 상관없다.

해당 통신장치의 송신전력 제어에 이용되는 상기 다른 통신장치의 소정의 정보는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 해당 통신장치

의 송신전력 제어에 이용되는 정보로 전송되는 정보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 측정되는 해당 통

신장치의 신호의 수신품질을 기초로 작성한 송신전력 제어정보이어도,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 있어서 측정되는 해당 통신

장치의 신호의 수신품질에 관련한 정보이어도 나아가 다른 정보이어도 상관없다.

상기 통신장치는, 수신신호 품질값이 목표 수신품질값에 근접하도록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다른 통신장치로 송신하

는 경우, 쉽게 수신품질의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품질 판정단계는 상기 수신

신호 품질값이 제 1 문턱값 보다 저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제 1 문턱값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문턱값 판정단계

에서 상기 수신신호 품질값이 상기 제 1 문턱값보다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수신신호 품질이 소정의 품

질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관점에서 볼때 제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품질판정단계는 상기 목표수신 품질값에서 상기 수신품질값을

감산하여 차이값을 연산하는 차이값 연산단계와, 상기 차이값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상기 차이값이 제 2 문턱값 이상이 되

는지를 판정하는 제 2 문턱값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문턱값 판정 단계에서 상기 차이값이 상기 제 2 문턱값 이상

이 된다고 판정되는 경우, 상기 수신신호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통신장치는, 수신신호 품질값이 소정의 패러미터에 따라서 제어되는 목표수신 품질값에 근접하도록 결정된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다른 통신장치로 송신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볼때 제 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품질 판

정단계는, 상기 수신신호 품질값이 제 1 문턱값 보다 저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제 1 문턱값 판정단계와, 상기 목표수신 품

질값에서 상기 수신품질값을 감산하여 차이값을 연산하는 차이값 연산단계와, 상기 차이값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상기 차

이값이 제 2 문턱값 이상이 되는지를 판정하는 제 2 문턱값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1 문턱값 판정단계에서 상기 수

신신호 품질값이 상기 제 1 문턱값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또는, 상기 제 2 문턱값 판정단계에서 상기 차이값이

상기 제 2 문턱값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수신신호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

다.

상기 목표수신 품질값은 제어의 기초가 되는 소정의 패러미터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목표 수신품질값이 고정값이 아닌,

그 제어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상기 구성은 유효하게 된다. 상기 소정의 패러미터는, 예를 들면 통신장치에서 얻어지는 수

신신호에 포함된 전송정보의 오류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자율제어단계는, 예를 들면 제 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소정의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을 상승시키는 자율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품질판정단계에서 상기 수신신호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다른 통신장치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제어로부터, 상기 자율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 제어로, 절환하는 제어 절환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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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신호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채 쓸데없는 송신전력 상승제어가 행해지는것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제 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각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자율제어단계는, 상기 소정의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을 상

승시키는 과정에서 그 송신전력의 상승량이 소정량으로 도달되었는지를 판정하는 판정단계와, 상기 판정단계에서 그 송신

전력의 상승량이 소정량으로 도달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소정의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을 상승시키는 것을 정지시

키는 자율제어 정지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제 3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제 7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통신장치와 신호의 무선송수신을 수행하

고, 수신신호 품질에 따라서 결정된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

신장치의 송신전력을, 상기 다른 통신장치로부터 제공된 소정 정보를 기초로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상기

송신신호 품질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품질 판정수단과, 상기 품질판정수단에서 상기 수신신호품질

이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송신전력을 상기 다른 통신장치로부터 제공된 소정의 정보에 관계없이 그

판정시의 송신전력값에서 소정 특성에 따라서 상승시키는 자율 제어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 4의 과제는 제 1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통신장치와 신호의 무선송수신을 수행하고, 수신신호품질에

따라서 결정된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송

신수단과, 상기 다른 통신장치의 소정의 정보를 근거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제어수단과, 제 7항 내지 제 10항의 어느 하

나의 항의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통신장치에서 해결된다.

나아가, 상기 제 5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제 15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

의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기지국이 이동국의 송신전력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

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

어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

와 관계없이, 송신전력을 초기값에서 소정의 특성에 따라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자율 제어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방법은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 기지국과 이동국간에서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행해질 때, 이동국은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관계없이, 송신전력이 초기값에서

소정의 특성에 따라 상승하도록 제어된다.

상기 소정의 특성은 기지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급격하게 송신전력을 상승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그 송신전력 제

어정보와 관계없이 동기 확립이 보다 초기에 수행된다는 점과, 낭비없는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할

수 있다. 이 소정의 특성은 상기 초기값보다 송신전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상기의 관점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서

서히 상승하는 특성이어도 어떠한 값까지 스탭 상태로 상승시킨 후, 그 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성이어도 무관한다.

특히, 본 발명은 제 16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단계는 상기 기지국의 송

신전력 제어정보에 기초한 송신전력 제어에 의한 송신전력의 변화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을 상승

시키도록 제어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자율제어 단계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의 정지시기에서 송신전력 제어의 절환을 매끄럽게 행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제 17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

된 후에, 상기 자율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자율제

어 정지조건 판정단계와,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기초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

환하는 제어 절환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방법은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판정될때, 자율 제어단계에 따른 송신전력의 제어에

서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토대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환한다.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따른 송신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는 소정의 조건은 기지국의 정보와 관계없이 이동국에서 판정할

수 있는 조건이어도, 기지국의 정보를 토대로 이동국에서 판정할 수 있는 조건이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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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정지 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제 18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송신전

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는,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소

정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

된 것으로 판정한 것을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 본 발명은 제 19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해당 기지국

에서의 동기가 확립되기 전에는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를 기초로 해당 기지

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는 이동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수신품질에 따라서 결정된 폐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도록 하며,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는, 상기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상기 소정의 송신

전력 제어정보에서 폐쇄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절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제어정보 절환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

어정보 절환 판정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상기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서 폐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절환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정확하게 이동국으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

가 폐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변하였다고 오류판정되는 가능성을 저감시킨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제 20항에 기재

된 바와 같이 상기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는, 상기 자율 제어 단계에 의한 송신전

력 제어가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개시 타이밍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개시 타이밍 판정단

계에서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제어

정보 절환 판정단계에 따른 판정을 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방법에서는 상기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되고 나서 적어도 상기 소정 시

간은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폐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라고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제 5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제 2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정

보데이터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기지국이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지

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에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

어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

어정보를 기초로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변화특성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완만 특성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방법은 기지국과 이동국간에서 정보데이터 전송이 개시되기 전,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신호를 송

수신하여 동기화 하기 위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 이동국에서는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생성된 완만 특성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송신전력의 제어가 행해진다. 이에 따라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급격히 송신전력을 변

화시키는 특성을 내타내는 것이어도, 그 특성에 따라 완만히 변화하는 특성에서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는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생성된 것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

면 상기 송신전력 제어정보에서 부분적으로 추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도, 또한 그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세분화

하여 얻어지는 각 부분의 평균적인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도 무관하다.

또한,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에 따라 송신전력 제어의 정지 시기에서 송신전력 제어의 절환을 매끄럽게 수행하

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본 발명은 제 2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기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에,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단계와,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

지 판정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환하는 제어 절환단계를 포함하도

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제 2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

의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 기지국에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함과

동시에,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

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관계없이, 송신전력을 초기값에서 소정 특성에 따라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자율 제어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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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제 5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제 29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

의 정보 데이터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기지국이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

어정보를 기초로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변화특성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완만 특성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상기 제 6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제 3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

를 송신하는 기지국에 대해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지국과의 사이에서 신호를 송신하여 동기화하기 위

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에,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

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해당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관계없

이 송신전력을 초기값으로부터 소정의 특성에 따라서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자율 제어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제 6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제 3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에 필 요한 송신전력 제

어정보를 송신하는 기지국에 대해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진기 전에, 기지국과의 사이에서 신호를 송신하여 동기화

하기 위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에,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

어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변화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

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을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이점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후술하는 상세 설명에 의해 명확해 진다.

[실시예]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이 적용되는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소프트 핸드 오버

의 일반적인 모델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소프트 핸드오버에서는 기지국 BS1의 서비스 지역에서 기지국 BS2의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중인 이동국

MS는, 이 서비스 지역의 경계 지역에 서 쌍방의 기지국 BS1, BS2와 무선접속된다. 이 상태에서 이동국 MS는 각 기지국

BS1, BS2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합성하고, 이 합성신호로부터 전송정보를 취득한다. 또한, 각 기지국 BS1, BS2는 이동국

MS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수신하고, 이 수신신호가 예를 들면, 상위국에서 합성되어 이 합성신호로부터 이동국 MS의 전송

정보를 얻는다.

상기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가 무선접속된 상태에서 이동국 MS 및 각 기지국 BS1, BS2은, 각각 통신 상대국

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이동국 MS 구성의 한 예가 도 2에 도시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이동국 MS는 송수신분리부(20)를 비롯하여 송신계로서 오류정정 부호화부(11), 데이터 비트 변조부

(12), 송신전력 제어비트 변조부(13), 확산부(14), 무선송신부(15), 및 송신전력 제어부(16)를 구비한다.

정보원(음성처리부, 데이터처리부 등)의 데이터에 대한 소정의 처리 예를 들면, CRC(cycle redundancy check) 순서에 따

라 오류검출용의 패리티 비트(Parity bit)를 프레임 단위로 부가하는 등의 처리가 수행된다. 오류정정 부호화부(11)는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해 얻어진 프레임 단위의 패리티 비트로 구성된 데이터의 부호화를 수행한다. 데이터 비트 변조부(12)는 오

류정정 부호화부(11)에서 프레임 단위로 부호화 된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 변조부호를 생성한다.

송신전력제어 비트변조부(13)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지국의 생성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

대로 하여 제어비트 변조신호를 생성한다. 이 제어비트 변조신호는 예를 들면, 송신전력 제어비트「1」(전력증가를 나타

냄)에 대응하는 값인 「+1」및 송신전력 제어비트「0」(전력저감을 나타냄)에 대응하는 값인 「-1」중 어느 하나의 값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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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부(14)는 상기 데이터 비트 변조부(12)에서 생성된 데이터 변조신호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 변조부(13)에서 생성된 제

어비트 변조신호를 다중화하고, 이동국 MS 고유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이 다중화된 신호의 확산처리를 수행한다. 이러

한 확산부(14)에서 얻어진 확산신호는 소정의 주파수 신호로서 무선송신부(15)에서 송수신 분리부(20)을 통해 송신된다.

송신전력 제어부(16)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생성되는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토대로 무선송신부(15)에서의 송신전력을 제

어한다. 상기 송신전력 제어신호는 예를 들면, 송신전력 증가, 송신전력 저감 및 송신전력 유지의 어느 하나의 제어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 송신전력 제어부(16)는 송신전력 제어신호가 나타내는 제어동작에 따라 무선 송신부(15)에서의 송신전력

을 소정량(dB)만큼 증가 또는 저감 내지는 현재의 송신전력을 유지시킨다.

여기서, 각 기지국 BS1, BS2는 상기 이동국 MS의 송신계와 대략 비슷하게 구성되는 송신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각 기지

국 BS1, BS2는 데이터와 이동국 MS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다중화하고, 이 다중화된 신

호를 고유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송신한다.

또한, 이동국 MS는 수신계로서 무선수신부(21), 2개의 역확산부(22, 23), 복조/합성부(24), 오류정정 복호/오류 검출부

(25), 오류 측정부(26), SIR측정부(27), 목표 SIR 결정부(28), SIR 비교부(29)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30)를 갖는다.

소프트 핸드오버인 경우, 각 기지국 BS1, BS2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다중화된 확산신호가 송수

신 분리부(20)를 통하여 무선수신부(21)로 수신되면, 그 수신신호가 역확산부(22,23)로 공급된다. 역확산부(22)는 기지국

BS1 고유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그 수신신호의 역확산처리를 수행한다. 이 역확산처리를 통해 기지국 BS1로부터 전송

되는 데이터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되는 수신 데이터 신호 및 수신송신 전력 제어비트 신호(이하, 수신 TPC 신호1

이라고 함)를 얻는다. 역확산부(23)는 기지국 BS2 고유의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수신신호의 역확산처리를 수행한다. 이

역확산 처리를 통해 기지국 BS2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되는 수신 데이터 신호 및 수신송신

전력 제어비트 신호(이하, 수신 TPC 신호2라고 함)를 얻는다.

복조/합성부(24)는 역확산부(22,23)에서 얻어진 각 수신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여 합성하고, 합성 베이스밴드 신호를 생성

한다. 이 합성 베이스밴드 신호는 오류정정복호/오류검출부(25)에 공급되어 프레임 단위로 오류정정 복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CRC 방식에 따라 전송오류의 유무가 검출된다. 이 복호결과가 정보출력으로서 해당 이동국 MS의 신호처리부(도

시 생략)에 공급된다. 또한, 이 오류정정 복호/오류검출부(25)는 프레임 단위마다 상위 오류의 유무를 나타내는 오류 검출

결과를 출력한다.

오류율 측정부(26)는 상기 오류정정 복호/오류검출부(25)에서의 오류 검출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면, 프레임 오류율(FER :

Frame Error Rate)을 수신신호(희망파)에서 복원된 정보의 수신품질로서 연산한다.

SIR 측정부(27)는 복조/합성부(24)의 합성 베이스밴드 신호를 토대로 수신 SIR(희망파에 대한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

을 연산한다. 목표 SIR 결정부(28)는 오류율 측정부(26)에서 출력되는 정보의 수신품질(FER)이 목표품질이 되도록 목표

SIR을 결정한다(아우터 루프 제어). SIR 비교부(29)는 상기 SIR 측정부(27)의 수신SIR과 목표 SIR 결정부(28)의 목표 SIR

을 비교하여 그 비교결과를 출력한다.

송신전력 제어 비트 결정부(30)는 SIR 비교부(29)에서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 비트값을 결정한다(인너 루프

제어). 구체적으로는 수신 SIR이 목표 SIR 보다 작을 경우, 희망파의 수신레벨이 낮으므로 송신전력 제어 비트가 송신전력

을 증가시켜야 할 값인 「1」로 결정된다. 한편, 수신 SIR이 목표 SIR 이상일 경우, 희망파 수신레벨이 높으므로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송신전력을 저감시켜야 할 값인 「0」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값이 결정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상술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비트 변조부(13)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송신전력제어 비트는 각 기지국 BS1, BS2로 전송되며,

각 기지국 BS1, BS2 는 그 송신전력 제어 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여기서, 각 기지국 BS1, BS2 는 상기 이동국 MS의 수신계와 같이, 상기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동국에서

의 신호의 수신 SIR을 측정하고, 그 수신 SIR이 목표 SIR에 근접하게 되도록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결정한다.

또한, 각 기지국 BS1, BS2 는 상기 데이터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 전송에 이용되는 확산코드와는 다른 확산코드로 확산된

파일럿 채널을 통해 파일럿 신호를 항시 고정전력 값으로 송신한다.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는, 이동국 MS가

소프트 핸드오버인경우 무선접속 해야 할 기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즉, 이동국 MS는 각 기지국으로부터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고, 그 파일럿 신호의 수신레벨 또는 수신SIR, 또는 이들의 값과 기지국으로부터 별도로 통지받은 파일럿 신

호의 송신레벨을 이용하여 구한 기지국 및 이동국간의 전반손실을 기초로하여 무선접속 해야 할 기지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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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파일럿 신호의 송신레벨은 각 기지국의 안테나로부터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송신레벨을 알림정보로서 이동국

MS에 통지되는 값이다. 이 파일럿 신호의 송신레벨(dBm)로부터 이동국 MS에서 측정된 수신레벨(dBm)을 감산한 값이

전반손실(dB)이 된다. 전반손실값을 구할 때 이용되는 수신레벨은 전파 전송로 상태의 순시변동(페이딩 변동)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평균화함으로써 거리변동정도를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다.

이동국 MS는 또한 수신계로서, 2개의 파일럿 신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32) 및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를 가

진다. 각 파일럿 신호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32)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 MS가 무선접속할 기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서 이용되는 전반손실을 연산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진다.

소프트 핸드오버일 경우에 무선 접속되는 기지국으로 결정된 상기 각 기지국 BS1, BS2로부터 상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송

신되는 파일럿 신호가 송수신 분리부(20)를 통해 무선수신부(21)로 수신되면, 그 수신신호가 역확산부(22, 23)로 공급된

다. 역확산부(22)는 기지국 BS1의 파일럿 채널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그 수신신호의 역확산처리를 수행한다. 이 역확산

처리를 통해 기지국 BS1에서 전송되는 파일럿 신호에 대응되는 수신 파일럿 신호가 획득된다. 또한, 역확산부(23)는 기지

국 BS2의 파일럿 채널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수신신호의 역확산처리를 수행한다. 이 역확산처리를 통해 기지국 BS2에

서 전송되는 파일럿 신호에 대응되는 수신 파일럿 신호가 획득된다.

역확산부(22)에서 획득되는 수신 파일럿 신호는 파일럿 신호복조 /전반송신 연산부(31)에 공급된다. 파일럿 신호 복조/전

반손실 연산부(31)는 공급되는 수신 파일럿 신호를 복조하고, 그 복조신호로부터 파일럿 신호의 수신레벨 (dBm)을 연산

한다. 그리고, 이 파일럿 신호의 수신레벨 (dBm)과 상술한 바와 같은 네트워크측에서 알림정보로서 통지되는 파일럿 신호

의 송신레벨 (dBm)을 이용하여 이동국 MS와 기지국 BS1간의 전파 전송로에서의 전파손실 1이 연산된다. 구체적으로는

파일럿 신호의 송신레벨(dBm)과 파일럿 신호의 수신레벨 (dBm)과의 차이값이 전반손실 1(dB)로서 연산된다.

*상기 역확산부(23)에서 획득된 수신 파일럿 신호는 파일럿 신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32)로 공급된다. 파일럿 신호 복조

/전반손실 연산부(32)는 공급되는 수신 파일럿 신호를 복조하고, 이 복조신호로부터 파일럿 신호의 수신레벨(dBm)을 연

산한다. 그리고, 상기 파일럿 신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와 마찬가지로, 이 파일럿 신호의 송신레벨 (dBm)과 알림정

보로서 통지된 파일럿 신호의 수신레벨 (dBm)과의 차이값이 이동국 MS와 기지국 BS2간의 전파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

2(dB)로서 연산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역확산부(22)에서 획득된 기지국 BS1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되는 수신 TPC신호 1,

역확산부(23)에서 획득된 기지국 BS2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 비트에 대응되는 수신 TPC신호 2, 및 상기 파일럿 신

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에서 획득된 이동국 MS와 기지국 BS1간의 전파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 1, 상기 파일럿 신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32)에서 획득된 이동국 MS와 기지국 BS2간의 전파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 2가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에 공급된다.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이동국 MS와 무선 접속된 각 기지국 BS1, BS2에서 전송되는 2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

의 정보를 토대로 해당 이동국 MS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결정하는 것으로, 상기 수신 TPC신호 1, 수신 TPC 신호 2,

전반손실 1, 및 전반손실 2를 기초로 하여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결정한다. 이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결정할 때 상기 전반손

실 1 및 전반손실 2는 상기 수신 TPC신호 1 및 수신 TPC신호 2의 신뢰도로서 고려된다.

다음은 도 3을 참조하여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제 1 구성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3에 있어서,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2개의 TPC 복조부(301, 302), TPC 연(軟)판정값 가중치 합성부(303)

(soft decision value weight combinder) 및 경(硬)판정부(304)(hard decision unit)를 갖는다. TPC 연판정값 가중치 합

성부(303)는 가중치 계수 결정부(310), 2개의 가중치 보정부(311), (312) 및 합성부(313)를 갖는다.

상기 TPC 복조부(301)는 상기 역확산부(22)로부터의 수신 TPC 신호 1을 복조하고, 이 복조신호의 레벨값을 기지국 BS1

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로서 출력한다. 상기 TPC 복조부(302)는 상기 역확산부(23)으로부터의

수신 TPC 신호 2를 복조하고, 이 복조신호의 레벨값을 기지국 BS2 에서의 송신전력 제어 비트의 연판정값 TPC-SS2로서

출력한다. 이러한 연판정값 TPC-SS1 및 TPC-SS2는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파 전송로의 상태를 반영

하며 예를 들면,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1」, 「-1」값으로 변조되어 전송되는 경우, 이상적인 전송로의 상태에서는

「+1」또는「-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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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 연판정값 가중치 합성부(303)의 가중치 계수 결정부(310)는 전반손실 1과 전반손실 2를 토대로 상기 연판정값

TPC-SS1 및 연판정값 TPC-SS2에 대한 가중치 계수를 결정한다. 이 가중치 계수 결정부(310)는 보다 작은 전반손실에

대해서 보다 큰 가중치 계수가 되도록 가중치 계수를 결정한다. 예컨데, 각 전반손실 1, 2의 역수를 기초로 한 가중치 계수

가 결정된다.

가중치 보정부(311)는 상기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에 상기 전반손실 1에 대응한 가중치 계수를 곱하여

그 보정값을 출력한다. 또한, 가중치 보정부(312)는 상기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2에 상기 전반손실 2에

대응한 가중치 계수를 곱하여 그 보정값을 출력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전반손실 1 및 2는 상기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

값 TPC-SS1 및 TPC-SS2의 신뢰도로서 고려된다. 즉, 전반손실이 적으며 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예상되는 연판정값

TPC-SS1 또는 TPC-SS2에 대해 보다 큰 가중치 계수를 곱하게 되는 것이 된다.

합성부(313)는 각 가중치 보정부(311), (312)에서 출력되는 각 연판정값 TPC-SS1, TPC-SS2의 보정값을 최대비율 합성

(MRC : Maximum Ration Combining)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보정값을 가산하여 합성부(313)에서 TPC 합성 연판정값을

출력한다.

기지국 BS1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0, 0, 0, 0, 0,....)의 연판정값 TPC-SS1은 예를 들면,

- 0.2, - 0.3, 0.1, 0.3, -0.6 ....

과 같이 획득되고, 기지국 BS2 에서의 송신전력 제어 비트(1, 1, 1, 1, 1, ...)의 연판정값 TPC-SS2는 예를 들면,

0.6, 0.3, 0.4, 0.2, - 0.1 ....

과 같이 획득되고, 또한 전반손실(1)에 대응한 가중치 계수가 1.1, 전반손실 2에 대응한 가중치 계수가 0.9로 각각 얻어지

는 경우에 TPC 합성 연판정값은,

0.32, - 0.06, 0.47, - 0.15, - 0.75 .....

가 된다.

상기와 같이 획득된 TPC 합성 연판정값은 경판정부(304)로 공급된다. 이 경판정부(304)는 공급되는 TPC 합성 연판정값

이 소정의 문턱값(threshold value) 이상인지, 문턱값보다 작은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

력한다. 예를 들어, 이 소정의 문턱값이 「0」이고, TPC 합성 연판정값이,

0.32, - 0.06, 0.47, - 0.15, - 0.75,...

일 경우,

1, 0, 1, 0, 0, ....

과 같은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이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토대로 상술한 송신전력 제어부(16)는 무선 송신부(15)에서의 송신전력을 소정량 만큼

증가(송신전력 제어신호 = 1) 또는 이 송신전력을 소정량 만큼 감소(송신전력 제어신호 = 0)시킨다.

상술한 바와같이 이동국 MS에서는 각 기지국 BS1, BS2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 및

TPC-SS2는 송신전력 제어를 행하지 않는 (고정 송신전력에서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의 송신레벨 및 수신레벨을 기초로

하여 구해진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 간의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이 신뢰도로서 고려되도록 가중치 합성된다.

그리고, 이 가중치 합성 결과로 획득된 TPC 합성 연판정값을 경판정한 결과가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토대로 이동국 MS에서의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송로의 상태를 보다 충실히 고려하여 이동국 MS의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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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예에서 상기 경판정부(304)에서의 문탁값은 예를 들면, 각 기지국 BS1과 BS2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변조신호 취득값 「+1」과 「-1」의 중심값인 「0」으로 설정된다. 경제적인 송신전력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

서 볼때, 상기 문턱값을 「+1」가까운 값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기 TPC 가중치 합성값이 송신전력의 저감을

나타내는 「0」으로 경판정되기 쉬어지고, 비교적 낮은 전력으로 송신전력제어가 이루어진다. 경판정부(304)에서의 문턱

값은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항상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통신이 적정하게 행해지는 범위로 적절히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경판정부(304)는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경판정부(304)는 2개의 문턱값

Th1, Th2를 이용한다.

도 4에 있어서 경판정 결정부(304)는 제 1 경판정부(321), 제 2 경판정부(322), 및 연산부(323)을 갖는다. 제 1 경판정부

(321)는 TPC 연판정값 가중치 합성부(303)에서의 TPC 합성 연판정값을 제 1 문턱값 Th1를 이용하여 경판정한다. 즉,

TPC 합성연판정값이 상기 제 1 문턱값 Th1이상인지, 내지는 상기 제 1 문턱값보다 작은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출

력한다. 또한, 제 2 경판정부(322)는 상기 TPC 합성 연판정값을 상기 제 1 문턱값 Th1보다 작은 제 2 문턱값 Th2( Th2

＜Th1)을 이용하여 경판정 한다. 즉, TPC 합성연판정값이 상기 제 2 문턱값 Th2이상인지, 내지는 상기 제 2 문턱값 Th2

보다 작은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출력한다.

연산부(323)는 상기 제1 경판정부(321)의 판정값 A 및 제2 경판정부(322)의 판정값 B를 토대로 하여 얻어지는 연산결과

C를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이러한 연산논리는 예를 들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즉, 판정값 A가 「1」(TPC

합성 연판정값이 제1 문턱값 Th1이상인 것을 나타냄)로, 판정값 B가 「1」(TPC 합성 연판정값이 제2 문턱값 Th2 이상

인 것을 나타냄)인 경우, 연산결과 C = 「1」가 송신전력을 소정량(dB)만큼 증가시킨 것을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신호로

서 출련된다. 또한, 판정값 A가 「0」(TPC 합성 연판정값이 제1 문턱값 Th1 보다 작음을 나타냄)이고, 판정값 B가 「0」

(TPC 합성 연판정값이 제2 문턱값 Th2 보다 작음을 나타냄)인 경우, 연산결과 C = 「0」이 송신전력을 소정량(dB)만큼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된다.

여기서, 판정값 A가 「0」이고, 판정값 B가 「1」인 경우, 즉, TPC 합성 연판정값이 제 1 문턱값 Th1 보다 작고, 제 2 문

턱값 Th2 이상인 경우, 연산결과 C = 「유지」가 현재의 송신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

력된다. 또한, 판정값 A가 「1」이고, 판정값 B가 「0」인 상황에서는, 제 1 문턱값 Th1 및 제 2 문턱값 Th2의 대소관계

(Th1>Th2)로부터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경판정부(304)의 구성에 따르면, TPC 합성 연판정 합성값이 전력증대 및 전력감소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값

이 되지 않는 경우(제 1 문턱값 Th1보다 작고, 제 2 문턱값 Th2 이상), 현재의 송신전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송신전력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오류적 제어를 방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 6을 참조하여 상기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제 2 구성예를 설명한다. 도 6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두개의 TPC 복조부(301, 302), 비교부(305), 선택부(306), 및

경판정부(307)로 구성되어 있다. 상술한 예(도 3참조)에서와 마찬가지로, TPC 복조부(301, 302)는 상기 역확산부(22,

23)에서의 수신 TPC 신호 1 및 수신 TPC 신호 2를 복조하여, 그 복조신호의 레벨값을 기지국 BS1 및 BS2로부터의 송신

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 TPC-SS2로서 출력한다.

비교부(305)는, 파일럿 신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를 통해 연산된 전반손실 1과 파일럿 신호 복조/전반손실 연산부

(302)을 통해 연산된 전반손실 2를 비교하여, 그 비교된 결과를 출력한다. 선택부(306)는 비교부(305)에서의 비교결과를

선택 제어신호로서 입력하고, 그 선택 제어신호를 근거로, 기지국 BS1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이

되는 TPC 복조부(301)에서의 출력, 및 기지국 BS2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2가 되는 TPC 복조부

(302)에서의 출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비교부(305)에서 전반손실 1이 전반손실 2보다 작다라는 비교결과에 따라서 선택 제어신호가 선택부(306)로 입력되면,

선택부(306)는 TPC 복조부(301)에서의 출력을 선택한다. 또한, 비교부(305)에서 전반손실 2가 전반손실 1보다 작다라는

비교결과에 따라서 선택 제어신호가 선택부(306)에 입력되면, 선택부(306)는 TPC 복조부(302)로부터의 출력을 선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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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판정부(307)는 상기와 같이 선택된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 또는 TPC-SS2는 소정의 문턱값을 이용

하여 경판정하고, 그 경판정 결과를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또한 경판정부(307)는 상술한 경판정부(304)(도 3

참조)와 동일한 처리를 통해 연판정값 TPC-SS1 또는 TPC-SS2의 경판정을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구성에 따르면,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파전송로 중

전반손실이 최소가 되는 전파전송로를 통해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TPC-SS1 또는 TPC-SS2)를 토대

로 송신전력 제어신호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송로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국 MS의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기 구성예(도 6참조)의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에서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근거로 한 이동국 MS의

송신전력 제어는,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간의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보다 적절한 송신전

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여 상기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제3 구성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7에 있어서, 도 3의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된다.

도 7에 있어서,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두개의 TPC 복조부(301, 302), 가중치 계수 결정부(310), 두개의 가중치

보정부(311, 312), 두개의 경판정부(314, 315), 및 최소값 선택부(316)으로 구성된다.

상술한 제 1 구성예(도3 참조)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계수 결정부(310)가 전반손실 1 및 전반손실 2에 대응한 가중치 계수

를 결정하고, 가중치 결정부(311, 312)가 기지국 BS1, BS2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 TPC-

SS2가 되는 TPC 복조부(301, 302)의 출력에 대하여 그 전반손실 1, 전반손실 2에 대응한 가중치 계수를 곱하여, 그 보정

값을 출력한다.

경판정부(314)는 소정의 문턱값을 이용하여 가중치 보정부(311)에서 출력되는 연판정값 TPC-SS1의 보정값에 대한 경판

정을 수행한다. 또한, 경판정부(315)는 소정의 문턱값을 이용하여 가중치 보정부(312)에서 출력되는 연판정값 TPC-SS2

의 보정값에 대한 경판정을 수행한다. 경판정부(314)에서의 경판정 출력은 기지국 BS1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에 대응한 것이며, 경판정부(315)에서의 경판정 출력은 기지국 BS2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한 것이다.

최소값 선택부(316)는 경판정부(314, 315)에서의 양경판정 출력값이 동일한 경우(송신전력 증가를 나타내는 「1」 또는

송신전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0」인 경우), 그 경판정 출력값을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한편, 최소값 선택부

(316)는 경판정부(314, 315)에서의 양경판정 출력값이 다른 경우(송신전력 증가를 나타내는 「1」 및 송신전력감소를 나

타내는 「0」인 경우), 그 중 작은 값 「0」을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경판정부(314)에서의 경판정 출력값은 예를 들면,

1, 0, 1, 0, 0, ...

가 되고, 경판정부(315)에서의 경판정 출력값이 예를 들면,

1, 1, 1, 1, 1, ...

가 되는 경우, 최소값 선택부(316)는,

1, 0, 1, 0, 0, ...

을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구성에 의하면, 이동국MS에서 각 기지국 BS1, BS2와의 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이 신뢰도로서 고려되어, 각 기지국BS1, BS2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 TPC-

SS2에 대한 가중치 보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가중치 보정이 이루어진 값의 경판정 결과가 다른 경우, 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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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판정 결과가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결정되는 송신전력 제어신호을 토대로 이동국 MS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의 전송로 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고려하여 이동국 MS의 경제적인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제 4 구성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도 8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번호가 부여된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2개의 TPC 복조부(301, 302), 4개의 경판정부(317, 318,

331, 332), 최소값 선택부(319), 및 선택부(333)를 구비한다. 상술한 예들과 마찬가지로, TPC 복조부(301, 302)는 상기

역확산부(22, 23)(도 2참조)로부터의 수신 TPC 신호 1 및 수신 TPC 신호 2를 복조하고, 그 복조신호의 레벨값을 기지국

BS1 및 BS2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SS1, TPC-SS2로서 출력한다.

경판정부(317)는 소정의 문턱값을 이용하여 상기 TPC복조부(301)에서의 연판정값 TPC-SS1의 경판정을 수행한다. 경판

정부(317)에서의 경판정 출력은 기지국 BS1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제어 비트에 대응한 것이다. 또한 경판정부(318)는 소

정의 문턱값을 이용하여 상기 TPC 복조부(302)에서의 연판정값 TPC-SS2의 경판정을 수행한다. 이 경판정부(318)에서

의 경판정 출력은 기지국 BS2로부터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한 것이다.

최소값 선택부(319)는 경판정부(317, 318)에서의 양측 경판정 출력의 값이 동일한 경우, 그 경판정 출력값을 출력한다. 한

편, 경판정부(317, 318)에서의 경판정 출력값이 다른 경우(「0」과「1」의 경우), 그중 작은 값인 「0」을 송신전력 제어

신호로서 출력한다.

경판정부(331)는 파일럿 신호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를 통해 연산된 전반손실 1이 소정의 문턱값 이상인가, 또는 소정

의 문턱값 보다 작은 값인가를 판정하는 결과를 경판정 결과로서 출력한다. 경판정부(332)는 파일럿 신호복조/전반손실

연산부(32)에서 연산된 전반손실이 상기 소정의 문턱값 이상인가, 또는 소정의 문턱값 보다 작은가의 판정결과를 경판정

결과로서 출력한다. 그리고, 각 경판정부(331, 332)에서의 경판정결과가 선택 제어신호로서 선택부(333)에 공급된다.

선택부(333)는 상기 선택 제어신호를 근거로 기지국 BS1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한 경판정부(317)의 경

판정 출력값 A, 최소 선택부(319)에서의 출력값 MIN 및 기지국 BS2로부터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 비트에 대응한 경판

정부(318)의 경판정 출력값 B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전반손실 1이 소정의 문턱값 보다 작고 전반손실 2가 소정의 문턱값 이상인 경우, 경판정부(331, 332)에서 출

력되는 경판정 결과에 따른 선택제어신호에 의하여, 선택부(333)는 경판정부(317)의 경판정 출력값 A를 선택하여 송신전

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또한 전반손실 1이 소정의 문턱값 이상이고 전반손실 2가 소정의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 경판

정부(331, 332)에서 출력되는 경판정 결과에 기초한 선택 제어신호에 의해 선택부(333)는 경판정부(318)의 경판정출력 B

를 선택하여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또한, 전반손실 1 및 전반손실 2 양쪽이 소정의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 또

는, 그 양쪽이 소정의 문턱값 이상인 경우, 경판정부(331, 332)에서 출력되는 경판정 결과를 기초로 선택 제어신호에 의해

선택부(333)는 최소 선택부(319)에서의 출력값 MIN을 선택하여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상기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구성에 의하면,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와의 전파전송로 중 전반

손실이 보다 작은 값이 되는 전파전송로를 통해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의 경판정 결과가 송신전력 제어

신호로서 결정된다. 또한,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파전송로의 전반손실이 동일하도록 소정의 문턱값 이

상, 또는 동일하도록 소정의 문턱값 보다 작은 경우, 기지국 BS1, BS2에서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 TPC-

SS1,TPC-SS2는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동일한 정도의 신뢰성이 없다)로, 그들의 경판정 결과중 작은 값인 「0」

이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송로 상태를 고려한 경제적인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도 9를 참조하여 상기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제 5의 구성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9에 있어서, 도 3

및 도 6의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한다.

도 9을 참조하면,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도 3에 도시된 구성예와 마찬가지로, 2개의 TPC 복조부(301, 302),

TPC 연판정값 가중치 합성부(303), 및 경판정부(304)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도 6에

도시된 구성예와 마찬가지로, 2개의 TPC 복조부(301, 302)에서의 연판정값 TPC-SS1, TPC-SS2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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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부(306), 전반손실 1과 전반손실 2를 비교하여 그 비교결과를 선택 제어신호로서 선택부(306)에 공급하는 비교부

(305) 및 연판정부(307)를 포함한다. 또한,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경판정부(304)에서의 경판정 출력값 및 경판

정(307)에서의 경판정 출력값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부(334)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동국 MS는 페이딩 주파수 측정부(40) 및 페이딩 판정부(41)를 포함한다. 페이딩 주파수 측정부(40)는 수신신호의

페이딩 주파수를 측정한다. 이러한 페이딩 주파수는 예를 들면, 복조/합성부(24)에서의 출력신호(합성 복조신호)의 레벨변

동에 따라서 측정 가능하다. 또한, 각 확산 채널에서의 파일럿 신호의 복조신호 레벨 변동에 따라서 각 확산 채널마다 페이

딩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예를 들면, 본원의 출원인이 출원한 일본국 특허출원 2000-082929 참조). 확산 채널마다 페이

딩 주파수의 평균값이나 각 페이딩 주파수 중에서 큰 페이딩 주파수를 페이딩 주파수의 측정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페이딩에 의해 희망파의 레벨이 저하되면, 수신 SIR이 저하되고, 그 수신 SIR을 목표 SIR에 근접하도록 송신전력 제어비트

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와같이 결정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변동상황을 기초로 페이딩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페이딩 판정부(41)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페이딩 주파수 측정부(40)에서 측정된 페이딩 주파수가 기준값 이상인지를 판

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선택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선택부(334)는 페이딩 판정부(41)에서 페이딩 주파수의 측정값이 기

준치 보다 작다고 판정된 결과에 대응한 선택제어 신호를 입력하면, 경판정부(304)에서의 경판정 출력값을 선택하여 송신

전력 제어 신호로서 출력한다. 한편, 선택부(334)는 페이딩 판정부(41)에서 페이딩 주파수의 측정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판

정된 결과에 대응한 선택제어 신호를 입력하면, 경판정부(307)에서의 경판정 출력값을 선택하여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출력한다.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의 구성에 의하면, 이동국 MS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작고 이동국 MS에서의 페이

딩 주파수가 비교적 작은 경우, 도 3에 도시된 예와 같이, 각 기지국 BS1, BS2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

값 TPC-SS1, TPC-SS2가 이동국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파전송로에서의 전반손실1, 2를 토대로 가중치 합성

되고, 그 가중치 합성의 결과가 얻어진 TPC 합성 연판정값을 경판정한 결과가 송신전력 제어신호로서 결정된다. 한편, 이

동국MS의 이동속도가 비교적 크고 이동국MS에서의 페이딩 주파수가 비교적 큰 경우,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BS1, BS2간의 전파전송로 중 전반손실이 최소가 되는 전파전송로를 통해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연판정값에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신호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송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할 경우 (페이딩 주파수가 비교적 작을 경우),

각 기지국 BS1, BS2에서 전송되는 쌍방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이동국 MS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신호가 결정된다.

또한,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 간의 전송로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페이딩 주파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가

장 양호한 (전반손실이 최소가 되는) 전송로를 통해 전송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만 이동국 MS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신호가 결정된다. 그 결과,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보다 좋은 전송로의 상태를 고려한 이동국 MS에서

의 송신전력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상기 예에서는, 도 6에 도시된 구성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신호와 도3에 도시된 구성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신

호를 페이딩 주파수를 기초로 절환한 것이지만, 도 6에 도시된 구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신호 대신 도 7 또는

도 8에 도시된 구성에서 얻어지는 송신전력 제어신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상기 각 예에서는, 이동국 MS가 2개의 기지국 BS1, BS2와 무선접속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이동국 MS가 3개

이상의 기지국과 무선접속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이동국 MS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각 예에서는 이동국 MS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파전송로의 전반손실을 고려하여 이동국 MS를 통해 얻

어지는 각 기지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로부터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결정하고 있다. 본 발명

은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상기 전반손실에 대신하여, 각 기지국에서 송신되는 파일럿신호를 토대로 측정되는 이동국 MS

와 각 기지국 BS1, BS2간의 전송로 품질을 나타내는 정보인 파일럿 신호의 수신 레벨이나 해당 파일럿 신호에서 연산되는

수신 SIR 등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전송품질을 나타내는 정보는 이동국MS가 무선접속될 기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장치의 구성을 간략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상기 각 예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복조/전반손실 연산부(31, 32)는 전반손실 연산수단, 전송로품질 측정수단에 대응하고,

전송전력 제어신호 결정부(33)는 송신전력 제어정보 결정수단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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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중치 계수 결정부(310), 가중치 보정부(311, 312)는 가중치 보정수단에 대응하고, 합성부(313)는 합성수단에 대

응하며, 도 9에 도시된 선택부(334)는 선택수단에 대응한다.

다음으로 특허청구 범위 제 1항 내지 제 14항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허청구 범위 제1항 내지 제14항의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이 적용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은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

성된다. 이러한 무선통신 시스템은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신호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CDMA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00)과 기지국(200)은 CDMA 방식에 따라서 신호(패킷, 제어신호, 음성신호 등)의 송

수신을 수행한다. 이동국(100)은 송수신장치(110), 신호처리부(150)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160)을 포함한다. 또한, 기지

국(200)은 송수신장치(210) 및 신호처리부(220)을 포함한다.

이동국(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6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정보(음성, 문서, 화상 등)는 신호처리부(150)에서

소정의 형식을 가진 신호가 되도록 처리된다. 신호처리부(150)의 신호는 송수신장치(110)에 공급되어, 부호화 처리, 변조

처리 등 소정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에 의해 얻어진 신호가 송수신 장치(110)에서 기지국(200)으로 송

신된다.

이동국(100)의 신호를 수신한 기지국(200)의 송수신 장치(210)는 그 수신신호에 대해 복조처리, 복호처리 등 소정의 처리

를 수행한다. 그리고, 송수신 장치(210)를 통해 생성된 신호는 신호처리부(220)를 통해 네트워크상을 전송가능한 형식으

로 변환되어, 신호처리부(220)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상대인 단말기로 송신된다.

기지국(200)에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공급되는 신호는 신호처리부(220)에서 소정의 형식이 되도록 처리된다. 이러한 신호

처리부(220)에서의 신호는 수신장치(210)에 공급되어 부호화처리, 변조처리 등 소정의 처리가 수행된다. 그 처리에 따라

얻어진 신호는 송수신 장치(210)에서 이동국(100)으로 송신된다.

기지국(200)에서의 신호를 수신한 이동국(100)의 송수신 장치(110)는, 그 수신신호에 대해서 복조처리, 복호처리 등 소정

의 처리를 한다. 그리고, 송수신장치(110)에서 생성된 신호가 신호처리부(150)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160)로 처리가능

한 형식으로 변환되어, 인터페이스(160)는 그 신호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정보(음성, 문서(메일), 화상 등)를 제시한다.

이동국(100)의 송수신 장치(110)는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전력증가 또는 전력감소를 나타내는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근거로 송신전력 제어(업링크 회선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기지국(200)의 송수신장치(210)도 이

동국(100)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근거로 송신전력 제어(다운링크 회선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동국(100) 및 기지국(200)의 송수신장치(110, 210)는 송신전력 제어에 관해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 이하, 업링크

회선 송신전력 제어에 대해 설명한다.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10)는 예를 들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11에 있어서, 송수신 장치(110)는 송수신 분리부(111)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송신계와 수신계를 구비한다. 수신계는

무선수신부(112), 오류정정부호/오류검출부(113), 오류율 측정부(114), SIR 측정부(115), SIR 비교부(116), 목표 SIR 결

정부(117),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를 포함한다.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신호가 송수신 분리부(111)를 통해 무선 수신부(112)로 공급된다. 무선 수신부(112)는 송수신

분리부(111)에서 공급되는 수신신호에 대해서 역확산처리 및 복조처리를 수행하여 베이스 밴드 신호를 생성한다. 후술 하

듯이, 상기 수신신호는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데이터에 대응한 데이터 신호와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한 제어신호

를 포함하고, 그 제어신호에 대한 복조처리를 통해 얻어진 베이스 밴드 신호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 공급된

다.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는 그 베이스 밴드 신호로부터 송신전력 제어 비트를 복원한다.

상기 데이터 신호에 대한 무선 수신부(112)의 복조처리를 통해 얻어진 베이스 밴드 신호는 오류 정정 복호/오류 검출부

(113)로 공급되어, 프레임 단위로 오류정정 복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를 들면, CRC(cycle redundancy check) 방법에

등록특허 10-0619223

- 21 -



따라서 전송오류의 유무를 검출한다. 이러한 복호결과가 정보출력으로서 해당 송수신장치(110)에서 신호처리부(150)(도

10 참조)에 공급된다. 오류 정정 복호/오류검출부(113)는 또한, 프레임 단위마다 상기 전송오류의 유무를 나타내는 오류검

출 결과를 출력한다.

오류율 측정부(114)는 상기 오류 정정 복호/오류 검출부(113)를 통한 오류검출결과에 따라서, 프레임 오류율(FER:

Frame Error Rate)을 수신신호(희망파)로부터 복원한 정보의 수신품질로서 연산한다.

SIR 측정부(115)는 무선수신부(112)을 통해 얻어진 수신신호에 따라서 수신SIR(희망파 대 간섭파 및 잡음전력 비율)을 연

산한다. 이러한 연산 주기는 데이터의 프레임 주기 보다 짧다. 목표 SIR 결정부(117)는 오류 측정부(114)에서 출력되는 정

보의 수신품질(FER)이 목표품질이 되도록 목표SIR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표SIR 결정부(117)는 정보의 수

신품질이 목표 품질보다 낮으면, 목표 SIR의 값을 높게 하고, 정보의 수신품질이 목표품질보다 높으면, 목표 SIR의 값을 낮

게 하는 제어(아우터 루프 제어:outer loop control)를 수행한다. SIR 비교부(116)는 상기 SIR 측정부(115)에서의 수신

SIR과 목표 SIR결정부(117)에서의 목표 SIR과 비교하여 그 비교결과를 출력한다.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는 SIR 비교부(116)에서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

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결정한다 (인너 루프 제어:inner loop control). 수신 SIR이 목표 SIR 보다 작은 경우, 희망파의 수

신레벨이 낮다고 보아,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송신전력을 저감시켜야 할 값(예들 들면, 「1」)으로 결정된다. 한편, 수신

SIR이 목표 SIR보다 큰 경우, 희망파의 수신레벨이 높다고 보아,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송신전력을 저감시켜야 할 값(예를

들면, 「0」)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값이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로부터 후술할

송신계의 무선송신부(122)에 공급되어 기지국(200)으로 전송된다.

이동국(100)의 송신계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부(150)(도10 참조)에서 공급되는 정보에 대해서 소정의 처리

예를 들면, CRC방법에 따라서 오류검출용 패리티 비트를 프레임 단위로 부가하는 처리, 이러한 처리에 의해 얻어진 프레

임 단위의 패리티로 구성된 데이터의 오류 정정 부호화를 수행하는 처리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호화 데이터는 무선송

신부(122)에 공급된다.

무선 송신부(122)는 상술한 바와 같이 공급되는 부호화 데이터에 대해서 변조처리하여 데이터 변조신호를 생성한다. 또

한, 무선송신부(122)는 상술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에서 공급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해서 변조

처리하여 제어비트 변조신호를 생성하고, 이 제어비트 변조신호와 상술한 데이터 변조신호를 다중화한다. 그리고 소정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다중화된 신호의 확산처리가 이루어진다. 무선송신부(122)는 그 확산처리를 통해 얻어진 신호를 송

수신분리부(111)를 통해 송신한다.

또한, 이동국(100)의 송신계는 송신전력 제어부(123), SIR 감시부(124), 점차 상승비트 패턴 생성부(125), 및 스위치

(126)를 포함한다.

상기 수신계의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스위치(126)를 통해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공급된다. 이 경우, 송신전력 제어부(123)는 상기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무선 송신부(122)에서

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이와 같은 제어에 의해, 기지국(200)에서의 수신 SIR가 목표 SIR에 근접하도록 이동국(100)의

무선송신부(122)에서의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SIR 감시부(124)는, 상술한 SIR 측정부(115)를 통해 측정된 수신 SIR 및 목표 SIR 결정부(117)를 통해 결정된 목표 SIR를

입력하고, 미리 설정된 제 1 문턱값 ThA 및 제 2 문턱값 ThB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SIR이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감시한다.

그리고, SIR 감시부(124)는 수신 SIR이 정상적인 상태로 판단되면, 제 1 상태(예를 들면, 낮은 레벨)의 제어신호를 출력하

는 한편, 수신 SIR이 이상(異常)한 상태로 판정되면, 제 2 상태(예를 들면, 높은 레벨)가 되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SIR 감시부(124)에서 제 1 상태가 되는 제어신호가 출력되는 경우(수신 SIR이 정상적인 상태), 그 제어신호에 따라서

상기 스위치(126)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를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접속시키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송신전력 제어부(123)로 공급된다.

한편, 상기 SIR 감시부(124)에서 제 2 상태가 되는 제어신호가 출력되는 경우(수신 SIR이 이상상태), 그 제어신호에 따라

서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가 기동된다.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는 송신전력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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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배열에 대응되는 비트 패턴(이하,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이라고 함)을 생성한다. 또한, 그 제어신호

에 따라서 상기 스위치(126)는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를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접속하는 상태가 된다. 그 결

과, 점차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를 통해 생성된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이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공급된다.

상기 SIR 감시부(124)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12에 있어서, SIR 감시부(124)는 수신 SIR과 제1 문턱값 ThA와 비교하는 비교기(131), 목표 SIR에서 수신 SIR을 감산

하여 SIR 차이값 ΔSIR을 출력하는 감산기(132), 및 감산기(132)에서 출력되는 SIR 차이값 ΔSIR과 제 2 문턱값 ThB을 비교

하는 비교기(133)을 포함한다. 상기 비교기(131)는 수신 SIR이 제 1의 문턱값 ThA 보다 작아지는 경우, 예를 들면, 높은

레벨이 되는 신호를 출력하고, 수신 SIR이 제 1 문턱값 ThA이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낮은 레벨이 되는 신호를 출력한

다. 상기 비교기(133)는 상기 SIR 차이값ΔSIR이 제 2 문턱값 ThB 이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높은 레벨이 되는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SIR 차이값ΔSIR이 제 2 문턱값 ThB 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낮은 레벨이 되는 신호를 출력한

다.

또한, SIR 감시부(124)는 오어 게이트(134), 업/다운 카운터(135) 및 엔드게이트(136)를 포함한다. 상기 비교기(131,

133)의 출력신호가 오어 게이트(134)에 입력되고, 이 오어 게이트(134)에서의 출력신호가 업/다운 카운터(135)의 스타트

단자(S) 및 리셋단자(R)에 입력되는 것과 동시에, 엔드 게이트(136)에 입력된다. 또한, 상술한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

(125)를 통해 생성되는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이 업/다운 카운터(135)의 계수단자(C)에 입력된다.

업/다운 카운터(135)는 오어 게이트(134)에서의 출력신호가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리셋되어 스타트하고, 그 출력신호를

높은 레벨로 올린다. 업/다운 카운터(135)는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의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비트(예를 들면, 「1」)가 입력

되면, +1만큼 업카운트하고, 전력감소를 나타내는 비트(예를 들면, 「0」)가 입력되면 -1만큼 다운 카운트한다. 그리고,

계수치가 소정값 N에 달하면, 업/다운 카운터(135)는 그 출력신호를 낮은 레벨로 내린다. 업/다운 카운터(135)의 출력신

호는 상기 오어 게이트(134)의 출력과 동시에 엔드 게이트(136)에 입력된다. 엔드 게이트(136)의 출력이 SIR 감시부(124)

의 출력이 된다.

상기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의 각 비트 값에 따라서 업카운트 및 다운카운트를 수행하는 업/다운 카운터(135)에서의 카운터

값은,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을 통해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상승량에 대응한다. 업/다운 카운터(135)에 설정되는 상기 소정값

N은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을 통해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상승량의 상한선에 대응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이동국(100)에서는, 예를 들면,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업링크 회선 송

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도 13을 참조하면, 수신 SIR가 목표 SIR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좁은 범위내에서 추이하는 상태(시각 t1 까지의 기

간)에서는, 수신 SIR은 제 1 문턱값 ThA 이상의 값이 되고, 목표 SIR과 수신 SIR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SIR 차이값 ΔSIR은

제 2 문턱값 ThB 보다 작은 값이 된다. 따라서, SIR 감시부(124)에 있어서 비교기(131, 133)의 출력은 동시에 낮은 레벨이

되고, SIR 감시부(124)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는 제 1 상태(낮은 레벨)가 된다. 이러한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치(26)는 송

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를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접속시키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

(119)를 통해 추출되는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 비트(...11100001111000)에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부(123)가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이러한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제어는 기

지국(200)에서의 수신 SIR이 목표 SIR에 근접하도록 이루어진다.

여기서, 소정의 원인으로 기지국(200)에서의 수신신호의 품질이 저하되어 수신SIR이 저하된다(시각 t1에서 시각 t2까지

의 구간).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신 SIR과 목표 SIR과의 관계에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는 기지국(200)의

송신전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생성하고, 그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이동국(100)에서 기지국(200)으로

송신된다. 이것과 상관 없이, 기지국(200)에서의 수신신호의 품질이 저하하여 수신 SIR이 제 1 문턱값 ThA 보다 작아지면

(시간 t2), SIR 감시부(124)의 비교기(131)의 출력이 높은 레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업/다운 카운터(135)가 기동되고, 업

/다운 카운터(135)의 출력신호가 높은 레벨이 된다. 그 결과, 엔드 게이트(136), 즉, SIR 감시부(124)에서 제 2 상태(높은

레벨)가 되는 제어신호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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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SIR 감시부(124)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가 제 2 상태가 되면,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가 기동됨과 동

시에, 스위치(126)가 이러한 점차 상승비트 패턴 생성부(125)을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접속시키는 상태로 절환된다. 이

에 의해, 송신전력 제어부(123)는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로부터의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라서 무선송신부

(122)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이 예를 들면, (11101110111)이 되는 경우, 소정 주기로 3회 소정량(예를 들면 1dB)증가와 1회

소정량 감소가 반복됨으로써, 송신전력은 점차 상승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동국(100)으로부터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

비트가 기지국(200)에서 그 수신품질이 개선되면, 기지국(200)에서는 이동국(100)에서 생성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기초

로한 정상적인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동국(100)에 있어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와 관계없이,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

력의 자율적인 제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동국(100)의 SIR 측정부(115)에서 측정되는 수신 SIR이 도 13의 점선으로 표시

된 바와 같이 더 저하되는 이상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점차로 상승하며, 시각 t3에서 상기 제1 문턱값 ThA 이상이 되면

SIR 감시부(124)의 비교기(131)의 출력이 낮은 레벨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SIR 감시부(124)에서의 제어신호가 제 1 상

태(낮은 레벨)로 절환된다. 그러면, 스위치(126)가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를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접속시키는

상태로 절환되고, 송신전력 제어부(123)는 상술한 정상시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되며 기지국

(200)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 비트(00111000011...)에 따라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제어를 수행한다.

이동국(100)에서는 목표 SIR이 수신되는 정보의 품질(FER)에 따라서 제어된다(아우터 루프 제어). 이 때문에, 수신 SIR의

절대값 만큼을 감시하고 있어도, 반드시 그 수신 SIR의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본 예에서는 목표

SIR에서 수신SIR을 감산하여 얻을 수 있는 SIR 차이값 ΔSIR과 제 2 문턱값 ThB을 비교하여, 그 비교결과에 따라서 송신전

력 제어를 수행한다.

즉, 수신 SIR가 제 1 문턱값 ThA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도 SIR 차이값 ΔSIR이 제 2 문턱값 ThB 이상이 되면, SIR 감시부

(124)의 비교기(132)의 출력이 높은 레벨이 되고, 상술한 바와 같이, SIR 감시부(124)에서 제2 상태(높은 레벨)가 되는 제

어신호가 출력된다. 이러한 제 2 상태가 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상술한 바와 동일하게,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

력의 자율적인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와 같이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을 기초로 한 송신전력의 자율적인 제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신 SIR이 좀처

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신SIR이 제 1 문턱값 ThA 이상이 되기 전에 SIR 감시부(124)의 업/다운 카운터(135)의 계

수치가 소정값 N에 달하게 된다. 즉, 송신전력의 상승량이 상한적으로 달하게 된다. 그러면, 업/다운 카운터(135)에서의

출력신호가 낮은 레벨로 내려오고, SIR 감시부(124)에서의 제어신호가 제 1 상태로 절환된다. 이것에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은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의 자율적인 제어가 중단되어,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 비트에 따른

통상의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의 각 비트의 값에 따라서 업카운트 및 다운카운트를 수행하는 업/다운카운터(135)의 계수

치가 소정값 N에 도달할 때에, 점차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의 자율적인 제어를 중단함으로써, 수신 SIR의 개선이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송신전력의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상술한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의하면, 수신 SIR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기지국(200)으

로 송신하고 있어도, 그 수신 SIR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을 서서히 상승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기지국(200)에서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품질을 개선 할 수 있다. 기지국(200)에서의 수신송신 전력

제어비트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기지국(200)의 송신전력 제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며, 이동국(100)에서 측정되는 수신

SIR이 연속하여 소정의 품질(목표 SIR) 보다 저하됨을 방지하게 된다.

상술한 제 1 문턱값 ThA 및 제 2 문턱값 ThB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실제의 통신상황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구해진 적절

한 값으로 설정된다. 또한, 업/다운 카운터(135)에 설정되는 송신전력의 상승량의 상한선에 대응한 소정 값 N은 수신 SIR

의 개선특성이나 경제적인 전력제어 등의 병합 등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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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에서는, 수신 SIR과 제 1 문턱값 ThA의 비교결과 및 SIR 차이값 ΔSIR과 제 2 문턱값 ThB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수

신 SIR이 정상적인지를 판정하지만, 어느 하나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수신 SIR이 정상적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목표 SIR을 고정값으로서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 상기 양쪽 비교결과 중 어느 하나에 따라서 수신 SIR의 정

상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턱값을 이용하여 수신 SIR의 정상 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은, 상술한 예에 한정하지 않고, 정상에서 이상으로 이행할 때의

문턱값과, 이상에서 정상으로 복귀할 때의 문턱값을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문턱값으로 구분되는 상태(정상상태

또는 이상상태)가 소정시간 계속될 때, 그 상태인 것으로 최종 판정하는 것도 좋다. 나아가, 문턱값을 이용한 다른 일반적

인 판정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의 예에서는,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의해, 전력증가 및 전력감소를 조합하여 송신전력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도록 하지

만, 전력증가와 전력을 유지하는 제어상태를 이용하여 송신전력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

상기 예에서는, 수신 SIR이 개선될 때까지 송신전력을 점차적으로 상승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수신 SIR이 이상상태로 판

정될 경우, 송신전력을 소정량 만큼 한꺼번에 상승시켜, 그 상태를 유지하여 수신 SIR이 소정시간내에 개선되는지를 판정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시간내에 수신 SIR이 어느 상태까지 개선된 경우는 통상의 송신전력 제어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신 SIR이 개선되지 않은 채 비교적 높은 송신전력 값을 유지함으로써 낭비적인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

다는 점에서, 수신 SIR이 어느 상태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소정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통상의 송신전력 제어

로 돌아갈 수도 있다.

또한, 상기예에서,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의 자율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승량이 상한선에 도

달할 때(업/다운 카운터(135)의 계수값이 소정값 N에 도달할 때), 송신전력제어 비트를 기초로 한 통상의 송신전력 제어로

돌아가지만, 그 시점에서의 송신전력값이 고정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SIR 감시부(124)에서 이용되는 수신SIR은 예를 들면, 상기 예에서처럼, 각 슬롯마다 측정되는 값을 이용하지만, 복수

의 슬롯에 걸쳐서 평균화한 값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동국(100)이 소프트 핸드 오버에 의해 복수의 기지국과 무선접속되는 경우, 각 기지국에서 수신신호를 합성한 합

성 수신신호에 대한 수신 SIR을 토대로 상술한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송신전력 제어는 이동국(100)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지국(100)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도 무방하다.

상기 예에 있어서, SIR 감시부(124)는 품질측정 단계(수단)에 대응하고,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 및 스위치(126)

은 자율 제어단계(수단)에 대응한다.

도 12에 나타나는 비교기(131)는 제 1 문턱값 판정단계(수단)에 대응하고, 감산기(132)는 차이값 연산단계(수단)에 대응

하며, 비교기(133)는 제 2 문턱값 판정단계(수단)에 대응한다.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는 자율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수단)에 대응하고, 스위치(126)는 제어 절

환단계(수단)에 대응한다.

또한, 도 12에 도시된 업/다운 카운터(135)는 측정단계(수단)에 대응하고, 엔드 게이트(136)은 자율 제어 정지수단(단계)

에 대응한다.

다음으로, 특허청구 범위 제 15항내지 34항까지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허청구범위 제15항 내지 제34항의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방법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상술한 이동통신 시스템과 동일하게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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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을 참조하면, 이동국(100)과 기지국(200)은 CDMA방식에 따라서 신호(패킷, 제어신호, 음성신호 등)의 송수신을 수

행한다. 이동국(100)은 송수신장치(110), 신호처리부(150)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160)을 포함한다. 또한, 기지국(200)은

송수신장치 (210)및 신호처리부(220)을 구비한다.

이동국(100)의 사용자 인터페이스(160)를 통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정보(음성, 문서, 화상 등)는 신호처리부(150)에서

소정 형식의 신호가 되도록 처리된다. 신호처리부(150)에서의 신호는 송수신장치(110)에 공급되어, 부호화 처리, 변조처

리 등의 소정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에 의해 얻어진 신호는 송수신장치(110)에서 기지국(200)으로 송신

된다.

이동국(100)에서의 신호를 수신한 기지국(200)의 송수신장치(210)는, 그 수신신호에 대해서 복조처리, 복호처리 등 소정

처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송수신장치(210)에서 생성된 신호는 신호처리부(220)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가능한 형식

으로 변환되며, 그 신호가 신호처리부(220)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상대가 되는 단말기로 송신된다.

기지국(200)에 있어서, 네트워크에서 공급되는 신호는, 신호처리부(220)에서 소정의 형식이 되도록 처리된다. 신호처리부

(220)에서의 신호는 송수신장치(210)에 공급되어, 부호화처리, 변조처리 등의 소정 처리가 수행된다. 이러한 처리에 의해

얻어진 신호는 송수신장치(210)에서 이동국(100)으로 송신된다.

기지국(200)에서의 신호를 수신한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00)는, 그 수신신호에 대해서 복조처리, 복호처리 등의 소

정의 처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송수신장치(110)에서 형성된 신호가 신호처리부(150)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160)에서

처리가능한 형식으로 변화되며, 그 신호를 기초로 사용자 인터페이스(160)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음성, 문서(메일), 화

상 등)의 제시가 이루어진다.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10)는, 통상적으로,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전력증가 또는 전력감소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업링크 회선 송신전력 제어)을 수행한다. 기지국(200)의 송수신장

치(210)도 이동국(100)에서 송신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송신전력 제어(다운링크 회선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

한다.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10)의 한 예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도 14를 참조하면, 송수신장치(110)는 송수신 분리부(111)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송신계와 수신계를 구비한다. 수신계는

무선 수신부(112), 오류 정정 복호/오류 검출부(113), 오류율 측정부(114), SIR 측정부(115), SIR 비교부(116), 목표 SIR

결정부(117),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을 포함한다.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신호가 송수신 분리부(111)를 통해 무선 수신부(112)로 공급된다. 무선 수신부(112)는 송수신

분리부(111)에서 공급되는 수신신호에 대해 역확산처리 및 복조처리를 수행하여 베이스 밴드 신호를 생성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기 수신신호는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정보 데이터에 대응한 데이터 신호와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응한

제어신호를 포함하고 있고, 그 제어신호에 대한 복조처리를 통해 얻어진 베이스 밴드 신호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

(119)에 공급된다.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는 그 베이스 밴드 신호로부터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복원한다.

무선 수신부(112)에 의한 상기 데이터 신호에 대한 복조처리를 통해 얻어진 베이스 밴드 신호는 오류 정정 복호/오류 검출

부(113)에 공급되어, 프레임단위로 오류 정정 복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를 들면, CRC(cycle redundancy check) 방

법에 따른 전송오류의 유무검출을 수행한다. 이러한 복호 결과가 정보출력으로서 해당 송수신장치(110)에서 신호처리부

(150)(도 10 참조)로 공급된다. 오류 정정 복호/오류 검출부(113)는 또한, 프레임 단위마다 상기 전송오류의 유무를 나타

내는 오류 검출결과를 출력한다.

오류율 측정부(114)는 상기 오류 정정 복호/오류 검출부(113)에서의 오류검출 결과에 따라서, 프레임 오류율(FER:

Frame Error Rate)을 수신신호(희망파)로부터 복원한 정보의 수신품질로서 연산한다.

SIR 측정부(115)는 무선수신부(112)에서 얻어진 수신신호를 근거로 수신SIR(희망파 대 간섭파 및 잡음전력의 비율)을 연

산한다. 이 연산주기는, 데이터의 프레임주기 보다 짧다. 목표 SIR 결정부(117)는, 오류율 측정부(114)에서 출력되는 정보

의 수신품질(FER)이 목표품질이 되도록 목표 SIR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SIR 결정부(117)는 정보의 수신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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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품질보다 낮으면, 목표 SIR의 값을 높게하고, 정보의 수신품질이 목표품질보다 높으면, 목표 SIR의 값을 낮게하는 제

어(아우터 루프 제어)를 수행한다. SIR 비교부(116)는 상기 SIR 측정부(115)로부터의 수신 SIR과 목표 SIR 결정부(117)

로부터의 목표 SIR을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를 출력한다.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는 SIR 비교부(116)에서의 비교결과에 따라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

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결정한다(인너 루프 제어). 수신 SIR이 목표 SIR 보다 작은 경우, 희망파의 수신레벨이 낮은것으

로 보고,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송신전력을 증가시켜야 할 값(예를 들면, 「1」)으로 결정된다. 한편, 수신 SIR이 목표 SIR

보다 큰 경우, 희망파의 수신레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송신전력을 저감시켜야 할 값(예를 들면,

「0」)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값이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에서 후술할 송신계의

무선송신부(122)로 공급되어, 기지국(200)으로 전송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수신계는, 또한, 동기상태 판정부(13) 및 폐쇄 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를 포함한다.

이동국(100)은 기지국(200)에 전송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링크 회선통신을 개시하기 전에, 기지국(200)

과 소정의 포맷으로 되는 신호의 송수신을 수행하여 동기화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동기화를 위한 처리에서 무

선수신부(112)는 기지국(200)에서의 신호를 토대로 동기 인입을 수행하여, 그 동기인입에 의해 동기를 확립시킨다.

상기 동기상태 판정부(130)는 무선수신부(112)에서의 동기 인입의 상태를 감시하여 동기(업링크 동기)가 확립되었는지를

판정한다. 동기가 확립된 것으로 판정되면, 동기상태 판정부(130)은 동기확립 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폐쇄 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타이머 기능을 가지며, 상기 동기화를 위한 처리 과정에서 해당 송수신장치(110)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절환하기 위한 절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폐쇄 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의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도록 한다.

이동국(100)의 송신계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 처리부(150)(도 10참조)에서 공급되는 정보에 대한 소정의 처리 예

를 들면, CRC 방법에 따라서 오류검출용의 페리티 비트를 프레임 단위로 부가하는 처리,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해 얻어진 프

레임 단위의 페리티로 구성된 데이터의 오류 정정 부호화를 수행하는 처리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얻어진 부호화 데이터

는 무선송신부(122)에 공급된다.

무선 송신부(122)는 상기와 같이 공급되는 부호화 데이터에 대한 변조처리를 수행하여 데이터 변조신호를 생성한다. 또

한, 무선송신부(122)는 상술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에서 공급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대한 변조

처리를 수행하여 제어비트 변조신호를 생성하고, 이 제어비트 변조신호와 상기 데이터 변조신호를 다중화한다. 그리고, 소

정의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그 다중화된 신호의 확산처리가 이루어진다. 무선송신부(122)는 그 확산처리를 통해 얻어진 신

호를 송수신 분리부(111)를 통해 송신한다.

이동국(100)에 있어서, 송수신장치(110)의 송신계는, 또한, 송신전력 제어부(123),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 스

위치(126) 및 송신개시/정지제어부(127)를 포함하고 있다.

송신전력 제어부(123)는, 스위치(126)를 통해 공급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 또는 점차 상승 비트패턴 생성부(126)에서 생성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이하,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이

라고 함)를 토대로 무선송신부(122)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에서 생성되는 점차 상

승 비트패턴은, 연속해서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비트(1,1,1,1,...)를 토대로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변화보다 완

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상승시키기도록 제어하기 위한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된다. 이러한 점차 상승 비트

패턴은 예를 들면,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연속된 2개의 비트「1」과, 전력감소를 나타는 1개의 비트「0」이 반복되어 배열

되는 패턴(1,1,0,1,1,0,1,1,0,...)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기상태 판정부(130)에서 동기확립 신호가 출력되면, 송신개시/정지제어부(127)는 무선송신부(122)

에서 기지국(100)에서의 동기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소정 포맷의 신호송신이 개시되도록 한다. 송신개시/정지제어부(127)

는 무선송신부(122)에서 상기 소정의 포맷의 신호송신이 개시되도록 할 때, 송신 개시 신호①을 출력한다.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송신개시/정지제어부(127)에서의 송신개시 신호①에 의해 기동되는 타이머를 포함하고 있다.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상기 타이머로 계측시간이 소정시간에 도달하였는지를 판정하고, 그 계측시간

이 소정시간에 도달하면, 절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해당 이동국(100)이 기지국(200)에 대한 정보 데이터의 전송을 개시하기 전에는, 스위치(126)는 통상적으로 송신전력 제

어부(123)를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에 접속시키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에서, 전력제어부(123)는 점차 상승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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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패턴 생성부(125)에서의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라서 무선 송신부(122)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에서 절환제어신호가 출력되면, 스위치(126)는 송신전력 제어부(123)을 송신전력 제어 비

트 추출부(119)에 접속시키는 상태로 절환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력 제어부(123)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

서 추출되는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근거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폐쇄 루프 제

어).

또한, 기지국(200)의 송수신장치(210)는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10)와 같이, 이동국(100)에서의 수신신호에 대한 수

신 SIR를 근거로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결정하고,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또한, 기지국(200)의 송

수신장치(210)는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의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기지국(200)과 이동국(100)간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종래

의 시스템과 같이, 기지국(200)과 이동국(100)은, 공통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의 송수신을 수행하고, 그후, 상

기 각종의 정보에 따라서 결정된 개별 채널(확산부호 채널)을 이용하여 소정의 포맷으로 되는 신호의 송수신을 수행하며,

동기화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동기화를 위한 처리의 기본적인 단계는 도 2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동기화하기 위한 처리 과정에서, 이동국(100)에서의 동기화가 확립되면(도 21에 도시된 ③), 송수신 장치(110)

의 동기상태 판정부(130)에서 출력되는 동기확립 신호를 토대로 하는 송신개시/정지제어부(127)의 제어에 의해, 무선송

신부(122)에서 소정 포맷의 신호 송신이 개시된다(도 21에 도시된 ④).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한 송신전력 제어가 예를 들

면, 도 15에 도시된다. 송신전력 제어 개시와 동시에, 상기 동기상태 판정부(130)에서의 송신개시 신호①에 의해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의 타이머가 기동된다.

또한, 기지국(200)은, 당초, 이동국(100)에서의 송신을 수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링크 송신을 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 21의 ①참조), 예를 들면, 종래의 시스템과 같이, 연속적으로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패턴의 송신전력 제어비트

(1,1,1,1,..)을 송신한다.

도 15에 있어서, 이동국(1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어, 시각 t1에서 소정의 포맷신호가 무선 송신부(122)로부터 송신될

때, 점차 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로부터의 점차 상승 비트 패턴(1,1,0,1,1,0,...)이 스위치(126)을 통해 송신전력 제어

부(123)에 공급된다. 송신전력 제어부(123)은 점차 상승 비트패턴에 따라서, 무선 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을 예를 들면,

전반손실 등에 따라 결정된 초기값 P0부터 순차적으로 상승시킨다. 이 경우, 송신전력의 상승특성은,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1,1,1,1,...)를 토대로 한 송신전력의 변화(2점 쇄선 참조) 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송신전력이 점차로 상승되면서 무선송신부(122)에서 상기 소정의 신호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그 신호에 따라서

기지국(200)에서 동기 인입이 이루어져(도 21의 ⑤), 예를 들어, 시각 t21에서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면, 기지

국(200)은 상기와 같은 연속적인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비트(1,1,1,1...)를 대신하여, 이동국(100)에서의 신

호에 대한 수신 SIR에 따라서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출력을 개시한다.

상기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는 시각 t21에서는,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타이머의 계측시간

이 소정시간(자율 제어기간 Ts)에 도달된 것으로 판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제어부(123)는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를 계속한다. 그리고, 시각 t3에 있어서,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에서 타이머의 계측시간이

소정시간에 도달한 것으로 판정되면,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에서 절환 제어신호가 출력된다. 이러한 절환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치(126)는, 송신전력 제어부(123)를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 접속시키는 상태로 절환된

다. 이후, 해당 이동국(100)으로부터의 신호의 수신SIR에 따라서 결정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 제어(폐쇄 루프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 무선 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이 제어됨으로써, 상기 시각 t3

이후의 송신전력은, 점차적으로 저하되어, 기지국(200)에서의 수신 SIR이 목표 SIR에 유지될 수 있는 적정의 값으로 유지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정의 타이밍에서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10)는 전송할 데이터를 포함한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링크 회선통신을 개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기지국(200)과 이동국(100)간의 정보 데이터 전송이 개시되기 전의, 이동국에서의 송신전력 제어에 의

하면, 이동국(100)에서 동기가 확립된 후에 해당 이동국(100)에서 신호를 송신할 때 점차상승 비트 패턴(1,1,0,1,1,0...)에

따라서 송신전력의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신전력이 종래의 시스템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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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에서도, 기지국(200)의 수신품질(수신SIR)이 소망하는 품질(목표SIR)로

유지가능한 정도의 송신전력 값으로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기지국(200)에서의 동기도 비교적 빠르게 확립

될 수 있다.

상기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의 타이머에 설정되는 소정시간은, 상기 점차 상승 비트에 따른 송신전력 제

어가 이루어지면서 이동국(100)에서 송신되는 신호에 따라서 기지국(200)에서 동기 확립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그 소정시간은 예상되는 시간보다 약간 긴 시간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동국(100)과 기지

국(200)간의 전송로의 상태에 따라서 기지국(200)의 동기 확립에 상기 소정시간보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도 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로부터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

력 제어비트에 따른 송신전력으로, 절환되는 시각 t3에서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실제적으로 확립되는 시각 t22 사이

동안, 기지국(200)에서 연속해서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비트(1,1,1,1...)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

다. 이 경우, 시각 t3에서 시각 t22까지, 송신전력은 상승하지만, 통상시에는, 시각 t3과 시각 t22 사이의 시간은 근소하기

때문에, 이동국(100)에서 소비되는 송신전력의 증가분도 비교적 작아진다(도 15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특성참조).

한편, 시각 t3에서 시각 t22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기지국(100)과 이동국(200)간의 전송로 상태가 매우 나빠지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기지국(200)에서의 동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래 이동국(100)의 송신전력을 충분히 큰

값으로 제어해야하기 때문에, 시각 t3과 시각 t22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연속하는 전력증가를 나타내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를 토대로 하는 송신전력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상기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예를 들면, 도 16에 도시된 단계에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를 절환하기 위한

절환 제어신호를 출력할 수도 있다. 이 예에서는,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상

기 송신개시/정지제어부(127)에서의 송신개시 신호①와 동시에,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되는 기지국

(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②의 상태에 따라서 송신전력 제어의 절환 타이밍을 결정한다.

또한,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에 의한 도 16에 도시된 단계에 따른 처리에 의해, 이동국(200)의 무선송신

부(122)의 송신전력은 예를 들면, 도1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화한다.

도 16에 있어서, 상기 송신 개시신호①에 따라서 무선송신부(122)에서 기지국(200)에서의 동기 확립을 위해 이용되는 신

호의 송신 개시(업링크 송신개시: 도 21의 ④참조)가 확인되면(S1), 타이머 T가 기동된다 (S2). 그리고, 그 타이머 T의 계

측시간이 소정시간 T0에 도달하였는지를 판정한다(S3). 타이머 T의 계측시간이 소정의 시간 T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

서는(S3에서 NO), 상술한 예와 마찬가지로, 송신전력 제어부(123)는 점차상승 비트 패턴 생성부(125)의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라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그 결과,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은 상기 점차 상승 비트 패

턴에 따라서 비교적 완만한 특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도 17에 도시된 시각 t2 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 T의 계측시간이 소정의 시간 T0에 도달

하면, 카운터 n이 0으로 리셋되고(S4), 그 후, 카운터 n이 +1만큼 증가된다(S5). 그리고,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

부(135)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된 기지국(200)에서의 단일한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값 Bn(1 또는 0

이며, 이하, TPC 비트값이라고 한다)을 취득한다(S6). 그리고, 그 TPC 비트값 Bn을 이용하여 이동평균값 An이 다음 수학

식 1에 의해 연산된다(S8).

수학식 1

카운터 값 n이 소정의 값 n0에 도달 할 때까지(S8 참조), 카운터 n의 증가(S5), TPC 비트값 Bn의 취득(S6), 이동 평균값

An의 연산(S7)이 반복되어 실행된다. 그리고, 카운터값 n이 소정의 값 n0에 도달하면(S8에서 YES), 그 시점에서 얻어지

는 이동 평균값 An은 연속하는 n0개의 TPC 비트값 B1~Bn0의 평균값이 된다. TPC 비트값은 1 또는 0이고, 그 이동 평균

값An은 그 평균값 연산(상기식(1) 참조)에 제공된 1이 되는 TPC 비트값의 수와, 0이 되는 TPC 비트값의 수의 비율을 반

영시킨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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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지국(200)에서 동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두 「1」이 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기지국(200)에서 출력되

기 때문에, 그 이동 평균값 An은 이상적으로는 1이 된다. 한편,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직후에는, 이동국(200)

에서의 신호의 수신품질(수신SIR)에 따라서 결정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기지국(200)에서 출력되기 때문에, TPC 비트

값 Bn은 0으로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이동 평균값 An은 1 보다 작아진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카운터 값 n이 소정의 값 n0을 초과하면, TPC 비트값 Bn의 이동 평균값 An이 기준값 α(0< α<1) 이하

인지를 판정한다(S9). 그리고, 그 이동 평균값 An이 그 기준값 α이하가 될 때까지, 취득되는 TPC 비트값 Bn을 이용하여

이동평균값 An이 연산된다(S6, S7).

그와 같은 처리(S5, S6, S7, S8, S9)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도 17에 도시된 시각 t3에서 기지국(200)

에서의 동기가 확립되면, 그 이후, 기지국(200)에서 0이 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송신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도 17에 도

시된 시각 t4에서, 그 이동평균값 An이 기준값 α이하가 되면(S9에서 YES),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절

환 제어신호를 출력한다(S10).

그 절환 제어신호에 의해 스위치(126)는, 송신전력 제어부(123)에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을 접속시키는 상태가

되고, 송신전력 제어부(123)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되는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

대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 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도 17에 도시된 시각 t4이후에는,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

력은 순차적으로 저하되고, 이동국(100)의 기지국(200)에서의 수신 SIR이 목표 SIR로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송신전력값

으로 제어되도록 된다.

상기의 예에서는,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하기 전에 해당 기지국(200)에서 모두 「1」이 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가 송신되고, 동기가 확립된 후에는 이동국(100)에서의 신호의 수신품질(수신SIR)에 따라서 결정된 송신전력 제어비트(폐

쇄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해당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것을 이용하여, 폐쇄루프 제어개시 타이밍 결정부(135)가 기지

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었는지를 판정한다. 즉, 폐쇄루프 제어 개시 타이밍 결정부(135)는 기지국(200)에서 송신되

는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모두 「1」이 되는 패턴에서 「0」과 「1」이 혼재하는 패턴으로 변화되는 것을 검출함으로써,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것을 검출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기지국(200)에서 1이 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수와, 0이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수의 비율을 토대

로, 점차 상승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의 종료 타이밍을 판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0이 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소정 기간

의 누계값에 따라서 판정할 수도 있다.

또한, 도 17에 있어서, 시각 t2에서 시각 t4까지의 시간은, 도 16의 S5~S9의 처리를 반복하여 실행하고 있는 기간(감시기

간Tw)이 된다. 이러한 감시기간(Tw)에서는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감시되는 것과 동시에, 점차 상승 비

트패턴에 따라 무선송신기(122)의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감시는, 이동국(100)에서의 신호 송신이 개시된 시각t2에서 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예에서는, 이동국(100)에서의 신호 송신이 개시된 시각 t2에서 소정시간 T0은 상술한 바와 같은

송신전력 제어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기간에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수신오류가 발생하여도, 그 오류

비트는 상기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송신전력 제어비트의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는 기간만큼 해당 송신전력 비트의 감

시를 수행하여도 무방하므로, 이동국(100)에서의 처리 부담이 저감된다.

이동국(100)의 송수신장치(110)는 예를 들면,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될 수도 있다. 이 예에서, 이동국(1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어 해당 이동국(100)에서 소정의 포맷의 신호를 기지국(200)으로 송신할 때, 기지국(200)에서 송신되는 송

신전력 제어비트를 근거로 그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의한 송신전력의 변화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

을 제어하기 위한 송신전력 제어정보(이하,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라고 함)를 생성한다. 그리고, 그 1/N 송신전력 제어비

트에 따라서 이동국(100)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도록 한다. 또한, 도 18에 있어서, 도 14와 같은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번호

를 부여한다.

도 18에 있어서, 송수신장치(110)는 상술한 예와 동일하게, 송수신 분리부(111)를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수신계 및 송신계

를 갖는다. 해당 수신계는, 상기한 예와 동일하게, 무선수신부(112), 오류 정정 부호/오류 검출부(113), 오류율 측정부

(114), SIR 측정부(115), SIR 비교부(116), 목표 SIR 결정부(117), 송신전력 제어비트 결정부(118),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

출부(119) 및 동기상태 판정부(130)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송신계는 상기한 예와 같이, 무선송신부(122) 및 송신개시/정

지제어부(127)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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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계는, 또한, 송신전력 제어부(123a),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 제어절환 스위치(128)을 포함한다. 제어 절환 스위

치(128)은 소정의 제어부(미도시)에의한 절환 제어신호에 의해, 무선송신부(122)을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로 접속

시키는 상태에서, 무선 송신부(122)를 송신전력 제어부(123a)에 접속시키는 상태로 절환된다. 송신전력 제어부(123a)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되는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스위치(128)를 통해 공급되면, 그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근거로 무선송신부(122)의 전력제어가 이루어진다. 각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1 슬롯에 할당되어 있

고, 송신전력 제어부(123a)는 그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을 슬롯마다 갱신한다.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N비

트(예를 들면, 3비트)씩 주사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값이 되는 대표비트(이하,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라고 함)을 결정

한다. 그리고,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는 그 1/N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 N 슬롯마다 무선 송신부의 송신전력을

갱신한다.

예를 들면,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고, 무선 송신부(122)에서 소정 포맷의 신호 송신

이 시각 t1에서 개시되면,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가 송신전력 제어비트에서 생성되는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

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을 초기값에서 3 슬롯(N=3)마다 갱신한다.

예를 들면,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비트가

1 1 1 1 1 1 1 0 1 1 1 1 1 0 1 1 1 1 1 0 0 0 0 0 0 0 1 1 1 0 0 1 1

이 되는 경우,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ㆍ1ㆍㆍ1ㆍㆍ1ㆍㆍ1ㆍㆍ1ㆍㆍ1ㆍㆍ0ㆍㆍ0ㆍㆍ0ㆍㆍ1ㆍㆍ1...

이 된다.

이와 같은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근거로 3 슬롯마다 갱신되도록 제어되는 송신전력은, 원래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

대로 각 슬롯마다 갱신되도록 제어되는 송신전력 보다 완만하게 변화한다 (도 19의 점선 특성, 및 실선의 특성 참조). 따라

서, 낭비적인 전력소비 없이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동국(100)에서 송신되는 신호를 토대로, 예를 들면, 도 19에 도시된 시

각 t2에 있어서,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되면, 이후, 기지국(200)은 이동국(100)에서의 신호 수신품질(수신SIR)에

따라서 결정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송신한다.

이동국(100)에서는,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가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된 상기 송신전력 제어비트

에서 상기한 방법에 따라서,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결정하고, 그 1/N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라서 상기와 같은 송신전

력 제어를 계속한다. 그리고, 미리 결정된 소정의 타이밍이 되면(도 19에서의 시각 t3), 소정의 제어부에서의 절환 제어신

호에 의해, 제어절환 스위치(128)은 무선송신부(122)를 송신전력 제어부(123a)로 접속시키는 상태로 절환한다.

이것에 의해, 송신전력 제어부(123a)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추출부(119)에서 추출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

트를 토대로 무선송신부(122)의 송신전력을 슬롯마다 갱신한다.

기지국(200)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시각t2 이후), 이동국(100)에서 기지국(200)으로 송신된 신호의 수신품질(수신

SIR)이 안정화되면, 그 수신신호 품질과 목표품질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후

의 송신전력의 변동폭은 비교적 작아진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기지국(200)에서의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토대로 각 슬롯

마다 갱신되는 송신전력의 변동과,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근거로 3 슬롯마다 갱신되는 송신전력의 변동의, 차이는 커

지지 않는다(도 19에 있어서 시각 t2 이후의 실선 및 파선의 변동참조). 따라서, 상기 1/N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른 송신

전력 제어에서 원래의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로의 절환 타이밍(시각 t3)은, 비교적 러프하게 또한 늦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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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에서는, 송신전력 제어비트를 N 비트씩 주사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값이 되는 비트를 1/N 송신전력 제어비트로

서 결정하지만, 그 N 비트마다 평균값 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각 예에서, 점차 상승 비트 패턴에 따른 송신전력 제어는, 자율제어 단계(수단)에 대응하고, 폐쇄루푸 제어개시 타이

밍 결정부(135)는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수단)에 대응하고, 스위치(126)는 제어절환 단계(수단)에 대응한다.

또한, 도 18에 도시된 1/N 송신전력 제어부(123b)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수단)에 대응하고, 도 18에 도시된 절

환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소정의 제어부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단계(수단)에 대응하고, 도 18에 도시된 제어

절환 스위치(128)는 제어 절환단계(수단)에 대응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이동국이 복수의 기지국과 무선통신을 할 때, 이동국과 각 기지국간의 전파 전송로의 상태를 보다 충실히 고려

하여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송신전력 제

어 장치에서 송신전력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동국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른 통신장치와 신호의 무선송수신을 하여 수신신호 품질을 토대로 결정된 상기 다른 통신장치에서의 송

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품질이 연속해서 소정의 품질보다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한 송신전력 제어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이와같은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구

비한 통신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국과 기지국간에서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가능한한 신속하게 동기 확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동국에서 낭비없는 송신전력이 되도록 제어가 가능한 송신전력 제어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따라 송신전력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이동국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기지국이 이동국의 송신전력에 필요한 송

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 이동국에

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제어정보와 관계없이, 송신

전력을 초기값에서 소정의 특성에 따라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자율 제어단계를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단계는,

상기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기초한 송신전력 제어에 의한 송신전력의 변화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을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에, 상기 자율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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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

신전력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기초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환하는 제어 절환단계;를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는,

상기 자율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판정하고,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정한 것을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

정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해당 기지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되기 전에는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의 신호를 기초로 해당 기지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는 이동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수신품질에 따라서 결정된 폐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도록 하며,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상기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

에서 폐쇄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절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제어정보 절환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정보 절환 판정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상기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서 폐쇄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절환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하는 송신전력 제

어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 정지조건 판정단계는, 상기 자율 제어 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었는

지를 판정하는 개시 타이밍 판정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개시 타이밍 판정단계에서 상기 자율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제어정보 절환판정단계에 따른 판정을 개시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7.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정보데이터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기지국이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 이동국

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

어되는 송신전력의 변화특성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를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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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에,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

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단계; 및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단계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완만 특성 송신

전력 제어단계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

환하는 제어 절환단계를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9.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개시되기 전, 기지국에서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

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 이동

국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와 관계없이, 송신

전력을 초기값에서 소정 특성에 따라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자율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수단은, 상기 기지국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기초한 송신전력 제어에 의한 송신전력의 변화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에 따라서 송신전력을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1.

제 9항 또는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에, 상기 자율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

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 및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

신전력의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기초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환하는 제어 절환수단;

을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은,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판정하도록 하고, 상기 자율 제어

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정한 것을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

으로 판정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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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해당 기지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되기 전에는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고,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의 신호를 기초로 해당 기지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는 이동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의 수신품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폐

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도록 하며,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은, 상기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상기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서

폐쇄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절환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제어정보 절환 판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어정보 절환 판정수단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송신전력 제어정보가 상기 소정의 송신전력 제어정보에

서 폐쇄 루프 송신전력 제어정보로 절환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자율 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은,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제어가 개시된 후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

를 판정하는 개시 타이밍 판정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개시 타이밍 판정수단에서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된 경우, 상기 제어정보 절환 판정수단에 의한 판정을 개시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5.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정보 데이터 전송이 개시되기 전에, 기지국이 이동국의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함과 동시에, 기지국과 이동국간에 신호를 송수신하여 동기화를 위한 처리가 수행될 때에 이동

국에서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각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어

되는 송신전력의 변화특성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

초로 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에,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

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수단; 및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수단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상기 완만 특성 송신

전력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에 제어로, 절

환하는 제어절환수단;을 포함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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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기지국에 대해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지국과

의 사이에서 신호를 송신하여 동기화하기 위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에,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포함하

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상기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

전력 제어정보와 관계없이 송신전력을 초기값으로부터 소정의 특성에 따라서 상승시키도록 제어하는 자율 제어수단을 포

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는,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가 개시된 후,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 및

상기 자율제어 정지조건 판정수단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될 때에, 상기 자율 제어수단에 의한 송

신전력의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환하는 제어 절환수

단;을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19.

송신전력 제어에 필요한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기지국에 대해 정보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지국과

의 사이에서 신호를 송신하여 동기화하기 위한 처리가 이루어질 때에,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장치를 포함하

는 이동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이동국에서의 동기가 확립된 후에, 상기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

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제어되는 송신전력의 변화특성보다 완만하게 변화하는 특성으로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보를 기초로 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이동국.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전력 제어장치는,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 제어가 개시된 후에,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

전력의 제어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정의 조건이 만족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수단; 및

상기 완만 특성 송신전력 제어정지 판정수단에 의해 상기 소정의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판정될 때에, 상기 완만 특성 송신

전력 제어수단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로부터, 상기 기지국의 송신전력제어에 따른 송신전력의 제어로, 절환하는 제어절

환수단;을 포함하는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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