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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을 위한 자동 전력 제어시스템

(57) 요약

스프레드-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을 위한 자동 전력 제어(ARPC)시스템은 자동 순방향 전력 제어(AFPC) 시스템 및 자동 역

방향 전력 제어(ARPC) 시스템을 포함한다. AFPC에서, 각 가입자 장치(SU)는 각각의 순방향 신호 대 잡음비와 예정된 신

호 대 잡음값 사이에 에러의 크기 및 채널에서 상호 비상관된 잡음의 크기를 포함하는 각각의 순방향 채널 에러 신호를 발

생시키기 위한 각각의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순방향 신호 대 잡음비를 측정한다. 각각의 순방향 채널 에러 신호로부터

발생된 제어 신호를 각각의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일부로서 전송된다. 기지국 장치는 각각의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를

수신하고 각각의 순방향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의 전력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 순방향 채널 에러 신호를 추출하는 AF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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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를 포함한다. ARPC 시스템에서, 각 기지국은 각각의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각 역방향 신호 대 잡음비를 측정하

고 채널에서 상호 비상관된 잡음의 측정 및 각각의 역방향 채널 에러 신호를 발생시킨다. 기지국 장치는 각각의 역방향 채

널 에러 신호로부터 발생된 제어 신호를 각각의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일부로 각각의 순방향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각

SU는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를 수신하고 각각의 역방향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의 역방향 전송 전력 레벨을 조절하기 위

해 각각의 역방향 에러 신호를 추출하는 ARPC 수신기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에 있어서,

전력 명령을 갖는 순방향 채널을 수신하는 수단과,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을 전송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두 개는 상이한 전력 레벨로 전송되

며, 상기 역방향 채널들의 각각의 전송 전력 레벨은 상기 전력 명령에 응답하여 조정되는 것인, 상기 전송 수단을 포함하

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명령은 +1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명령은 전송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은 복수의 역방향 논리 채널들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두 개의 전송 전력 레벨은 서로에 대해 비례하여 설정되는 것인, 코

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채널들 중 하나의 역방향 채널은 전력 명령을 전달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

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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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은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의 전송 전력 레벨은 상

기 역방향 채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채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명령은 +1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

자 유닛.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채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명령은 전송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

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2개의 채널은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은 신호 대 간섭 비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 중 상기 적어도 2개의 채널은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은 신호 대 간섭 비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가입자 유닛.

청구항 14.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에 있어서,

전력 명령을 갖는 역방향 채널을 수신하는 수단과,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을 전송하는 수단으로서, 상기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2개의 채널은 상이한 전력 레벨로 전

송되며, 상기 순방향 채널들의 각각의 전송 전력 레벨은 상기 전력 명령에 응답하여 조정되는 것인, 상기 전송 수단을 포함

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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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명령은 +1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명령은 전송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

국.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은 복수의 순방향 논리 채널들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2개의 채널들의 전송 전력 레벨은 서로에 대해 비례하여 설정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채널들 중 하나의 순방향 채널은 전력 명령을 전달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수단은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을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의 전송 전력 레벨은 상

기 순방향 채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채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명령은 +1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

지국.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순방향 채널에 의해 전달되는 전력 명령은 전송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

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역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2개의 채널은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을 갖는 것인, 코드 분

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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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은 신호 대 간섭 비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순방향 채널들 중 적어도 2개의 채널은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을 갖는 것인, 코드 분

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은 신호 대 간섭 비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지국.

청구항 27.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CDMA 통신 유닛에서 전력 명령을 갖는 수신 채널을 수신하는 단계와,

복수의 채널들을 전송하는 단계로서, 상기 전송된 복수의 채널들 중 적어도 2개는 상이한 전력 레벨로 전송되는 것인, 상

기 전송 단계와,

상기 전송된 채널들의 각각의 전송 전력 레벨을 상기 전력 명령에 따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명령은 +1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명령은 전송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

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송된 채널들은 복수의 전송된 논리 채널들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

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송된 채널들의 적어도 2개의 전송 전력 레벨은 서로에 대해 비례하여 설정되는 것인, 코

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등록특허 10-0687596

- 5 -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채널들 중 하나는 전력 명령을 전달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복수의 수신 채널들이 수신되고, 상기 복수의 수신 채널들의 전송 전력 레벨은 상기 전송된 채널 전력 명

령에 의해 설정되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채널 전력 명령은 +1 또는 -1의 값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채널 전력 명령은 전송 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수신 채널들 중 적어도 2개는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

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은 신호 대 간섭 비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송된 채널들 중 적어도 2개는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을 갖는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상이하게 요구되는 수신 품질은 신호 대 간섭 비인 것인,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유닛에

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등록특허 10-0687596

- 6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농촌의 전화 시스템이나 개발 도상국의 전화 시스템과 같이 원격 분류되는 사용자 그룹에 양질의 전화 통신을 제공하는 것

은 최근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FDM),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FDMA), 시분할 다중 방식(TDM),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TDMA) 시스템, 주파수 분할 및 시분할 시스템(FD/

TDMA), 그리고 그들 이외의 육상 이동 무선 시스템과 같은 무선 서비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

격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주파수 대역폭 또는 스펙트럼 대역폭 용량에 의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사용자 수보다 많은

수의 잠재적인 사용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무선 통신에서 최근의 발전은 단일 통신 채널을 통하여 다중 사용자에 의한 동시 통신을 제공하

기 위하여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 기술을 사용하였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는 정보 신호를 확산 코드 신호로 변조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스프레딩 코드 신호는 상기 스프레딩 코드의 주기(Tc)가 실질적으로 정보 데이터 비트 또는 심볼 신호

의 주기보다 작으며, 코드 발생기에 의해 발생된다.

이른바 주파수-호핑 확산 방식에 따라 코드가 정보가 전송되는 반송 주파수를 변조하거나, 이른바 다이렉트-시퀀스 스프

레딩(DS) 방식에 따라 정보 데이터 신호에 스프레딩 코드를 곱함으로써 상기 신호를 직접적으로 변조한다. 스프레드-스펙

트럼 변조는 실질적으로 상기 정보 신호를 전송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큰 대역폭을 가진 신호를 만들어낸다. 수신기의 복

조기에서 신호를 동기 수신하고 역확산하여 최초의 정보를 회복시킨다. 동기 복조기는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스프레드-스

펙트럼 변조 신호에 디스프레딩 회로를 동기화시켜 반송 및 정보 신호를 재생시킨다. 이 기준 신호는 정보 신호에 의해 변

조되지 않는 스프레딩 코드일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스프레드-스펙트럼 변조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 사용자의 수신기에 최소의 간섭을 가지면서 동일한 주

파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추가하여,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는 다른 간섭 요인으로부

터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또한, 동기 스펙트럼 스프레드-스펙트럼 변조 및 복조 기술은 각각 다른 스프레딩 코드로 확산되

고, 단일 기준 신호만을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복수의 메시지 채널을 그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다중 접속, 스프레드-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전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시스템의 사용자의 총전송 전력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프레드-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전력 제어의 필요성

과 관련된 문제는 한 사용자의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가 일정한 전력 레벨을 가진 잡음으로서 다른 사용자에 의해 수신

되는 스프레드-스펙트럼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하이 레벨의 신호 전력을 지닌 사용자의 전송은

다른 사용자의 수신과 간섭하게 한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이동한다면, 신호 페이

딩 및 왜곡 때문에, 사용자의 신호는 전송 전력 레벨을 특정한 신호 특성을 유지하도록 조절될 것을 요하며, 동시에 시스템

은 기지국이 모든 사용자로부터의 신호가 수신되는 전력을 유지할 것을 요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

템이 동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원거리의 사용자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전력 제어 시

스템은 또한 최대 시스템 전력 레벨에 도달되었을 때 추가적인 사용자를 거부하는 용량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종래의 스프레드-스펙트럼 시스템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측정하고 상기 원격 사용자에게 적응 전력 제어(APC) 신호를 송

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였다. 원격 사용자는 적응 전력 제어(APC) 신호에 응답하는 자동 이득 제어(AGC) 회로를 가진 송

신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전체 시스템 전력 또는 각 사용자로부터 받는 전력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서 적응 전력 제어(APC)를 설정한다. 이러한 개방 루프 시스템 성능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원격의 사용자에 의해 수신되

는 신호 전력을 측정하고, 기지국에 APC 신호를 재전송하는 폐루프 전력 제어 방법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제어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낸다. 첫째, 상기 기지국은 복잡한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수행

하여야 하고, 그 결과 기지국에서의 처리량이 증가된다. 둘째, 상기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여러 유형의 전력 변화, 즉 사용

자수의 변화에 의한 잡음 전력의 변동 및 특정한 베어러 채널(bearer channel)의 수신 신호 전력에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력 제어 알고리즘만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변화 중 하나

에만 최적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전력 알고리즘은 전체 시스템 전력을 비교적 하이 레벨로 구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베어러 채널 전력 레벨에서의 변화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사용자 수의 변화에 응답하여 모든 사용자의 전송 전력

을 동시적으로 조절하는 스프레드-스펙트럼 전력 제어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개개의 원격 수신기에서 충

분한 BER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전체 전력 요구 조건을 최소화하는 폐루프 전력 제어 시스템을 채택한 개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원격 사용자의 초기 전송 전력 레벨을 제어하고

전체 시스템 용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특허 10-068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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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일군의 스프레드-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의 베이스 무선 반송국(RCS; base radio carrier station)과 가입자 장

치(SU; subscriber units)의 폐루프(closed loop) 자동 전력 제어(APC; automatic power control)를 위한 시스템 및 방

법을 포함한다. SU는 상기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를 전송하고, RCS는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를 포착하고, 다시 RCS

는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 및 잡음을 포함하는 임의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전력 레벨을 검출한다. 임의의 APC 시스템은

RCS 및 복수의 SU들을 포함하는데, 이 RCS는 복수의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를 각각의 순방향 전송 전력 레벨을 갖는 복

수의 순방향 채널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로서 SU들에 전송하고, 각 SU는 각각의 역방향 전송 전력 레벨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역방향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 및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역방향 채널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는 기지국에 전송한다.

APC는 자동 순방향 전력 제어(AFPC; automatic forward power control) 시스템과 자동 역방향 전력 제어(ARPC;

automatic reverse power control) 시스템을 포함한다. 상기 AFPC는 SU에 있어서 각각의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순

방향 신호 대 잡음비를 측정하고, 각각의 순방향 신호 대 잡음비와 소정의 신호 대 잡음비 사이의 순방향 에러 측정치를 포

함하는 각각의 순방향 채널 에러 신호를 발생시키는 SU의 각 단계를 구비한다. 상기 순방향 채널 에러 신호는 또한 상기

채널에서 상호 비상관된 잡음의 측정을 포함한다. 각각의 순방향 채널 에러 신호는 각각의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일부

분으로서 상기 SU에 의해 전송된다. RCS는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를 수신하고 각각의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로부터 순방

향 채널 에러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복수의 AFPC 수신기를 포함한다. RCS는 또한 각각의 순방향 에러 신호에 응답하여

각 순방향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의 각각의 순방향 전송 전력 레벨을 조절한다.

RCS에서 ARPC 시스템의 부분은 각 역방향 채널 정보 신호의 역방향 신호 대 잡음비를 측정하고, 각각의 역방향 신호 대

잡음비와 각각의 소정의 신호 대 잡음값 사이의 에러의 측정을 포함하는 각각의 역방향 채널 에러 신호를 발생시킨다. 역

방향 채널 에러 신호는 또한 상기 채널에서 상호 비상관된 잡음의 측정을 포함한다. RCS는 각각의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

의 일부분으로서 각각의 역방향 채널 에러 신호를 전송한다. 각 SU는 순방향 채널 정보 신호를 수신하고, 순방향 채널 정

보 신호로부터 각각의 역방향 에러 신호를 추출하고, 각각의 역방향 에러 신호에 응답하여 각각의 역방향 스프레드-스펙

트럼 신호의 역방향 전송 전력 레벨을 조절하는 ARPC 수신기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기지국들과 다수의 원격 가입자 장치들 사이에 무선 링크를 사용하여 로컬-루프

(local-loop)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하나의 무선 링크가 고정 가입자 장치(FSU)와 통신하는 기지국에 대해 설명되지만, 이 시스템은

FSU들과 이동 가입자 장치들(MSUs) 모두에 무선 링크를 가진 다수의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격 가입자 장치들은 여기에서 가입자 장치들(SUs)라고 한다.

도 1을 설명하면, 기지국(BS)(101)은 로컬 교환기(LE)(103), 또는 임의의 다른 전화 네트워크 스위칭 인터페이스에 호 접

속을 제공하고, 무선 반송파국(RCS)(104)을 포함한다. 하나 이상의 RCS들(104, 105, 110)은 링크(131, 132, 137, 138,

139)를 통하여 무선 분배 유닛(RDU)(102)에 접속되고, RDU(102)는 텔코(telco) 링크(141, 142, 150)를 통하여 호 설정

(call-set up), 제어 신호, 및 정보 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LE(103)와 인터페이스를 형성한다. SU들(116, 119)은 RF 링크

(161, 162, 163, 164, 165)를 통하여 RCS(104)와 통신한다. 대안으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여러 개의 SU들 및

RCS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마스터(master)" SU를 포함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로컬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설명된 실시예는 전송 및 수신 스프레드-스펙트럼 채널을 위해 반송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스프레드-스펙트럼 대역

폭을 사용하지만, 본 발명의 방법은 전송 채널용으로 여러 스프레드-스펙트럼 대역폭을 이용하고 수신 채널용으로 여러

스프레드-스펙트럼 대역폭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용이하게 확장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스프레드-스펙트럼 통신 시스

템은 하나의 사용자의 전송이 다른 사용자의 디스프레딩 수신기에 잡음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본래(inherent)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실시예는 전송 및 수신 경로 채널 모두에 대해 동일한 스프레드-스펙트럼 채널을 채택할 수 있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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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업링크(Uplink) 및 다운링크(Downlink) 전송은 동일한 주파수 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는

또한 주파수에 인접할 필요가 없는 다중 스프레드 스펙트럼 채널을 사용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임의의 채널이 업링크,

다운링크 또는 업링크 및 다운링크 전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에서는 스프레드 2진 심볼 정보가 나이키스트 펄스 형성(Nyquist Pulse Shaping)의 4상 위상 변조 방식(QPSK)을

사용하여 무선 링크(161, 162, 163, 164, 165)를 통하여 전송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방식 예컨대, 오프 셋

QPSK(OQPSK), 최소 천이 키잉(MSK), M-ary 위상 천이 키잉(MPSK) 및 가우스형 위상 천이 키잉(GPSK) 등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RCS 또는 SU에서 CDMA 변조기는 다중 경로 전파 효과를 차단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처리를 가진 수신된 신호를 디

스프레드한다. 수신 전력 레벨에 관계된 파라미터는 자동 전력 제어(APC) 정보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이 자동 전력

제어(APC) 정보는 다시 다른 단(end)으로 전송된다. APC 정보는 자동 순방향 전력 제어(AFPC) 및 자동 역방향 전력 제

어(ARPC) 링크의 전송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추가하여, 각 RCS(104,105,110)는 APC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

SU(111, 112, 115, 117, 118)의 초기 전송 전력을 조절하기 위해 유지 전력 제어(MPC)를 수행할 수 있다. 복조는 코히어

런트(coherent)하고 파일롯(pilot) 신호가 위상 기준을 제공한다.

RCS(104) 및 SU들(111, 112, 115, 117, 118) 사이에 무선 인터페이스의 전송 전력 레벨은 두 개의 다른 페루프 전력 제

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제어될 수 있다. 자동 순방향 전력 제어(AFPC)는 다운링크 전송 전력 레벨을 결정하고, 자동 역방

향 전력 제어(ARPC)는 업링크 전송 전력 제어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SU(111)과 RCS(104)에 의한 로직 제어 채널은 적

어도 16kHz 갱신비에서 전달 전력 제어 정보를 동작시킨다. 다른 실시예에는 보다 빠른 32kHz 갱신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거의 동등한 레벨에서 RCS(104)에 의해 수신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전송 전력이 수용 가능

한 비트-에러율(BER)을 유지하고, 전력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의 시스템 전력을 유지하고, 거의 동등한 레벨에서 RCS

(104)에 의해 수신되는 모든 SU들(111, 112, 115, 117, 118)의 전력 레벨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추가하여, 상기 시스템은 SU의 비활성 모드 동안에 사용되는 선택적인 유지 전력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SU(111)가 전력

을 보존하기 위해 비활성 또는 파워-다운(powered-down) 상태일 때, 그 장치는 때때로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고 RCS

(104)로부터의 유지 전력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초기 전송 전력 레벨을 조절하게 된다. 상기 유지 전력 신호는 SU(111)의

수신 전력 레벨 및 현재의 시스템 전력 레벨을 측정하고 필요한 초기 전송 전력을 산정함으로써 RCS(104)에 의해 결정된

다. 그 방법은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 턴온되었을 때 SU(111)의 채널 포착 시간을 단축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SU(111)의

전송 전력 레벨이 너무 높게 되는 것과 초기 전송 동안에 폐루프 전력 제어가 상기 전송 전력을 그 채널 내의 다른 메시지

트래픽에 적절한 레벨로 조절하기 전에 다른 채널과 간섭하는 것을 방지한다.

RCS(104)는 E1, T1 또는 HDSL 인터페이스와 같은 인터페이스 라인으로부터 그것의 클록을 동기화를 획득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 RCS는 또한 위성 자동 위치 측정 방식(GPS) 수신기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오실레이터로부터

내부 클록 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RCS(104)는 아무런 데이터 변조가 없는 스프레딩 코드를 구비하는 채널을 위한 글로

벌 파일럿 코드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원격 SU들(111 내지 118)을 통하여 포착될 수 있다. RCS의 모든 전송 채널은 파

일럿 채널과 동기되고, RCS(104)내에서 로직 통신 채널에 사용되는 코드 발생기(미도시)의 스프레딩 코드 위상은 파일럿

채널의 스프레딩 코드 위상과 동기된다. 마찬가지로, RCS(104)의 글로벌 파일럿 코드를 수신하는 SU들(111 내지 118)은

SU의 코드 발생기(미도시)의 스프레딩 및 디스프레딩 코드 위상을 상기 글로벌 파일럿 코드로 동기한다.

논리적 통신 채널

종래의 "채널"은 통상적으로 인터페이스의 일부분이며, 그 내용(content)과 무관하게 인터페이스의 다른 경로와 구별될 수

있는 통신 경로로 간주된다. 그러나 CDMA에서, 개별적인 통신 경로는 그 내용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논리적 채널

(logical channel)"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인 데이터 스트림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채널

과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본 발명에 다른 모든 논리적인 채널들과 서브-채널들은 통상 단위 초당 64킬로-심볼(ksym/s)

QPSK 스트림으로 맵핑된다. 일부 채널들은 발생된 관련 파일럿 코드들이 동기되며, 그 시스템 글로벌 파일럿 코드와 유사

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상기 시스템 파일럿 신호는 논리적인 채널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러 논리적인 통신 채널은 RCS와 SU 사이에 RF 통신 링크를 거쳐서 사용된다. 각 논리적인 통신 채널은 고정되고, 미리

정해진 스프레딩 코드 또는 동적으로 할당된 스프레딩 코드를 가진다. 미리 정해진 코드 및 할당된 코드에서 모두 코드 위

상은 파일럿 코드와 동기된다. 논리적인 통신 채널은 두 개의 군, 즉 글로벌 채널(GC; global channel)군과 할당 채널(AC;

assigned channel)군으로 분할된다. 상기 GC군은 기지국 RCS로부터 모든 원격 SU들에 전송되거나 임의의 SU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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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의 아이덴티티와 무관하게 기지국의 RCS로 전송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이러한 채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용자에 대

하여 주어진 유형의 정보를 가진다. 이러한 채널들은 시스템 접속을 얻기 위해 SU들에 의해 사용되는 채널을 포함한다. 할

당 채널(AC)군에서 채널들은 RCS와 특정 SU 사이에서 통신에 기여한 채널들이다.

전력 제어

개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의 특징은 통신 상태에서 있는 RCS와 임의의 SU들 사이에 사용되는 전송 전력을 최소화하는데

사용된다. 베어러 채널 접속 동안에 전송 전력을 갱신하는 상기 전력 제어의 부차적인 특징은 자동 전력 제어(APC)로 정의

된다. APC 데이터는 순방향 APC 채널 상에서 RCS로부터 SU로 전송되고 역방향 APC 채널 상에서 SU로부터 RCS로 전

송된다. RCS와 SU 사이에 활성 데이터 링크가 없을 때, 유지 전력 제어 특징(MPC)이 SU의 전송 전력을 제어한다.

순방향 및 역방향 할당 채널들 및 역방향 글로벌 채널의 전송 전력 레벨은 상기 채널들 상에 충분한 신호 전력 대 간섭 잡

음 전력비(SIR)를 유지시키고, 시스템 출력 전력을 안정화시키고 최소화하기 위해 APC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된다. 본 발

명은 수신기가 점진적으로 전송 전력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그것과 연관된 송신기를 제어하는 폐루프 전력 제어 시스템

을 사용한다. 이러한 제어는 APC 채널상에 전력 제어 신호를 매개로 하여 관련된 송신기에 전달된다. 상기 수신기는 두 개

의 에러 신호를 토대로 송신기 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정을 한다. 하나의 에러 신호는 측정된 디스프레드 신호

전력과 요구된 디스프레드 신호 전력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에러 신호는 평균 수신 전체 전력을 나

타내는 것이다.

본 발명의 설명된 실시예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니어-엔드(near-end) 전력 제어라는 용어는 다른 단(end)으로부터 APC

채널에 수신된 APC 신호에 따라 송신기의 출력 전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SU에 대한 역방향 전력

제어 및 RCS에 대한 순방향 전력 제어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엔드(far-end) APC라는 용어는 SU에 대한 순방향 전력 제

어와 RCS에 대한 역방향 전력 제어(채널의 반대편 단에서 상기 장치의 전송 전력을 조절함)를 말하는데 사용된다.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호출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 SU 모뎀은 전송과 파워 다운을 종결하고, 이는 슬립 페이즈(sleep

phase)로 정의된다. 슬립 상태는 SU 콘트롤러로부터 자각(awaken) 신호에 의해 종결된다. 이러한 신호에 응답하여, SU

모뎀 포착 회로는 자동적으로 포착 페이즈(phase)를 개시하고 후술되는 바와 같이 다운링크(downlink) 파일럿을 포착하

는 처리를 시작한다.

폐루프 전력 제어 알고리즘

니어-엔드(near-end) 전력 제어는 두가지 단계 즉 : 첫번째, 초기 전송 전력을 설정하는 단계: 둘째, APC를 사용하여 파-

엔드(far-end)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의해 전송 전력을 계속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SU에 대해서는, 초기 전송 전력이 최소값으로 설정된 후, 예를 들어 램프-업 타이머(미도시)가 만료되거나 또는 RCS가

FBCH 상의 대응하는 트래픽 라이트값을 "RCS가 SU의 쇼트 파일럿 신호(SAXPT)에 대하여 로크되었음을 나타내는 "레

드(red)"로 변화시킬 때까지 1dB/ms의 비율로 램프 업된다. 트래픽 라이트값이 먼저 레드로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이머의 종료가 SAXPT 전송을 셧다운시키고, 이 때 SU는 "레드" 신호가 검출되기 전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전송 전력의

램프업을 계속할 것이다.

RCS에 대하여, 초기 전송 전력은 서비스 유형 및 현재 시스템 사용자의 수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결정된 신뢰성 있는 동작

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값에 해당하는 고정된 값으로 설정된다. 글로벌 파일럿 또는 고속 동보 채널(FBCH)과 같은 글로

벌 채널들은 항상 고정된 초기 전력으로 전송된다. 반면에 트래픽 채널은 APC로 스위치 된다.

APC 신호는 APC 채널상에서 하나의 비트 신호로 전송된다. 일-비트 신호는 관련된 전송 전력을 증가시키거나(신호가 로

직-하이) 감소시키는(신호가 로직-로우) 명령을 나타낸다. 설명된 실시예에서, 64kbps APC 데이터 스트림이 부호화 또

는 인터리브되지 않는다.

파-엔드(Far-end) 전력 제어는 전송 전력을 조절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파-엔드에 대한 니어-엔드(near-end) 전송 전력

제어 정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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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알고리즘은 만약 다음 부등식이 유효하다면, RCS 또는 SU가 +1을 전송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1로(로직-로

우)을 전송하도록 한다.

α1e1 - α2e2 ＞0 (1)

여기에서, 에러 신호(e1)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e1 = Pd - (1+SNRREF)PN (2)

여기서, Pd는 디스프레드 신호에 잡음 전력을 더한 값이고, PN이 디스프레드 잡음 전력이며, SNRREF는 특정한 서비스 유

형에 따른 바람직한 디스프레드 신호 대 잡음비이고;

e2 = Pr - Po (3)

Pr은 수신 전력의 측정치이고 Po가 자동 이득 제어(AGC) 회로 설정 포인트이다. 방정식(1)에서 가중치 α1과 α2가 각 서비

스 유형 및 APC의 갱신 속도에 따라 선택된다.

유지 전력 제어

SU의 슬립 페이즈 동안, CDMA RF 채널의 간섭 잡음 전력은 변화한다. 상술한 초기 전력 램프-업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서 본 발명은 CDMA 채널의 간섭 잡음 전력에 대하여 SU의 초기 전송 전력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력 유지 제어 방법

(MPC)을 포함할 수 있다. MPC는 SU의 전송 전력 레벨이 SU의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RCS에 요구되는 최소 레벨에 근접

한 레벨 내에서 유지되는 처리이다. 상기 MPC 처리는 요구되는 SU 전송 전력의 로우 주파수 변화를 보상한다.

유지 제어 방법은 두 개의 글로벌 채널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역방향 링크상에 상태 채널(STCH)로 불리고, 다른 하나는

순방향 링크 상의 체크-업 채널(CUCH)로 불린다. 이러한 채널 상에 전송된 신호들은 아무런 데이터를 운반하지 않으며

초기 전력 램프-업에서 사용된 쇼트 코드들이 발생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된다. 상기 STCH 및 CUCH 코드는 글

로벌 코드 발생기의 "예약된" 분기점으로부터 발생된다.

MPC 처리는 다음과 같다. 랜덤 인터벌에서, SU는 상태 채널(STCH)상에 3ms마다 주기적으로 심볼 길이 스프레딩 코드

를 전송한다. 만약 RCS가 시퀀스를 검출한다면, 체크-업 채널(CUCH)상에서 다음 3ms내에서 심볼 길이 코드 시퀀스를

송출함으로써 응답한다. SU가 상기 RCS로부터의 응답을 검출할 때, 특정한 스텝 사이즈 만큼 그 전송 전력을 감소시킨다.

만약 SU가 3ms 주기내에 RCS로부터의 어떠한 응답을 검출하지 않으면, 스텝 사이즈 만큼 그 전송 전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RCS 응답은 모든 SU에서 0.99의 검출 확률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전력 레벨로 전송된다.

활성 사용자수 및 트래픽 부하의 변화 레이트는 CDMA 채널의 전체 간섭 잡음 전력에 관계된다. 본 발명에 대한 유지 전력

갱신 신호의 갱신비 및 스텝 사이즈는 통신 이론 분야에서 공지된 대기(queuing) 이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

다. 평균차 6.0mins를 가진 지수 함수적 렌덤 변수로서 호출 조직화(organization) 처리를 모델링함으로써, 수치 계산은

SU의 유지 전력 레벨이 0.5dB 스텝 사이즈를 사용하는 간섭 레벨에서 변화를 뒤따를 수 있도록 10초 또는 그 이하에서 갱

신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수 함수적인 도착 시간 간격을 가진 포이송(Poisson) 랜덤 변수로서 호출 조직화 처리를 모델링하고 도착 속도가 단위

사용자당 단위 초당 2 X 10-4이고, 서비스 속도가 단위 초당 1/360이고, 그리고 RCS서비스 지역내에서 전체 가입자수가

600이라면, 0.5dB 스텝 사이즈가 사용되어질 때 매 10초당 갱신비가 충분한 수치 계산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유지 전력 조절은 슬립 페이즈에서 각성 페이즈로 변화하여 MPC 처리를 수행하는 SU에 의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MPC 방법에 대한 처리는 도 2에 도시되고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먼저, 단계(201)에서 신호는 검출에 필요한 레

벨에 가까운 전송 전력 레벨을 유지하는 SU 및 RCS 사이에서 교환되고: SU는 STCH로 심볼 길이 스프레딩 코드를 주기

적으로 송신하고, RCS는 그것에 응답하여 CUCH로 심볼 길이 스프레딩 코드를 주기적으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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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202)에서, 만약 SU가 STCH 메시지를 3ms 이내에 응답을 수신하면, SU는 단계(203)에서 일정한 스텝 사이즈

만큼 그 전송 전력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SU가 STCH 메시지로부터 3ms 이내에 응답을 수신하지 않으면, 단계(204)에서

동일한 스텝 사이즈 만큼 그 전송 전력을 증가시킨다.

단계(205)에서 또 다른 STCH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일정한 시간 간격, 즉 랜덤 처리로 산정한 10초의 시간 간격 만큼 기

다린다.

따라서, SU로부터 STCH 메시지의 전송 전력은 RCS 응답에 기초하여 주기적으로 조절되고, RCS로부터의 CUCH 메세지

의 전송 전력은 고정된다.

전력 제어 신호의 APC를 위한 논리적 채널로의 매핑

전력 제어 신호는 순방향 및 역방향 할당 채널의 전송 전력 레벨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한 로직 채널에 매핑된다. 역방향 글

로벌 채널은 또한 역방향 채널 상에 신호 전력 대 간섭 잡음 전력비(SIR)를 유지하고 시스템 출력 전력을 안정화하고 최소

화하기 위해 APC 알고리즘에 의하여 제어된다. 본 발명은 수신기가 다른 단의 송신기의 출력 전력을 점차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주기적으로 결정하는 폐루프 전력 제어 방법을 사용한다. 본 방법은 또한 각각의 송신기에 복귀되는 결정을

전달한다.

[표 1]

APC 신호 채널 할당

링크

채널 및 신호

호출/접속

상태
전력 제어 방법

 초기값 계속

역방향 링크

AXCH

AXPT

설정상태
전력 램핑에 의해 결정된 것

과 같음

순방향 APC 채널에서 APC 비

트

역방향 링크

APC, OW,

TRCH,

파일럿 신호

진행중 호출 설정중에 확정된 레벨
순방향 APC 채널에서 APC 비

트

순방향 링크

APC, OW,

TRCH

진행중 고정값
역방향 APC 채널에서 APC 비

트

순방향 및 역방향 링크는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처리 중의 호출/접속에 대하여, 순방향 링크 트래픽 채널(TRCH) APC, 그

리고 명령선(OW; order wire) 전력은 역방향 APC 채널상에 전송된 APC 비트에 의해 제어된다. 호출/접속 확정 처리 동

안에, 역방향 링크 접속 채널(AXCH) 전력은 또한 순방향 APC 채널상에 전송된 APC 비트에 의해 제어된다. 표 1은 제어

된 채널을 위한 소정의 전력 제어 방법을 요약한다.

할당 채널(TRCH), APC 및 OW의 요구된 SIR들과 특정한 SU를 위한 역방향 할당 파일럿 신호는 서로 비례하여 결정되고

이들 채널들은 거의 동일하게 페이딩되기 쉽고, 따라서 이들은 함께 전력 제어된다.

자동 순방향 전력 제어

AFPC 시스템은 호출/접속 동안에 순방향 채널상에 최소한 요구 SIR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된다. 도 3에 도시된 AFPC 반

복 처리는 단계(301)에서 두 개의 에러 신호 e1 및 e2를 형성하는 SU를 구비하는 단계를 구성한다.

e1 = Pd - (1+SNRREF)P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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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Pr - Po (5)

Pd는 디스프레드 신호와 잡음 전력을 더한 것이며, PN은 디스프레드 잡음 전력, SNRREF는 서비스 유형에 필요한 신호 대

잡음비이며, Pr은 전체 수신 전력의 측정치이며, Po는 AGC 설정 포인트이다. 다음, SU 모뎀은 단계(302)에서 결합된 에러

신호 α1e1 + α2e2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가중치 α1 및 α2는 각 서비스 유형 및 APC 갱신비를 위해 선택된다. 단계(303)에

서, SU 결합된 에러 신호를 제한하고 단일 APC 비트를 형성한다. 단계(304)에서 SU는 APC 비트를 RCS로 전송하고 단계

(305)에서 RCS 모뎀은 그 비트를 수신한다. RCS는 단계(306)에서 상기 SU에 대한 전송 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상기 알고리즘은 단계(301)로부터 시작을 반복한다.

자동 역방향 전력 제어

ARPC 시스템은 호출/접속 설정 동안 전체 시스템 역방향 출력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방향 채널 상에 최소 요구 SIR

을 유지한다. 도 4에 도시된 ARPC 반복 처리는 RCS 모뎀이 두개의 에러 신호 e1 및 e2 를 형성하는 단계(401)에서 시작

된다.

e1 = Pd - (1+SNRREF)PN (6)

e2 = Prt - Po (7)

Pd은 디스프레드 신호와 잡음 전력을 더한 것이며, PN은 디스프레드 잡음 전력이며, SNRREF은 서비스 유형에 대한 기준

신호 대 잡음비이며, Prt은 RCS에 의해 수신된 평균 전력의 측정값이며, 그리고 Po는 AGC 설정 포인트이다. 다음, RCS 모

뎀은 단계(402)에서 결합된 에러 신호 α1e1 + α2e2를 형성하고 단계(403)에서 단일 APC 비트를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에

러 신호를 제한한다. RCS는 단계(404)에서 APC 비트를 상기 SU에 전송하고, 상기 비트는 단계(405)에서 상기 SU에 의

해 수신된다. 마지막으로, SU는 단계(406)에서 수신된 APC 비트에 따라 그 전송 전력을 조절하고 상기 처리는 단계(401)

로부터의 시작을 반복한다.

[표 2]

APC 통신에 사용된 심볼/스레드홀드

서비스 또는 호출 유형 호출/접속 상태 APC결정에 사용된 삼볼( 및 스레드홀드)

무시 설정되는 상태 AXCH

ISDN D SU 진행중
TRCH(ISDN-D)로부터 단일

1/64-KBPS

ISDN 1B+D SU 진행중 TRCH(ISDN-B)

ISDN 2B+D SU 진행중 TRCH(단일 ISDN-B)

POTS SU

(64KBPS PCM)
진행중

TRCH로부터 단일 1/64-KBPS심볼, 64 KBPS PCM스레드홀드를

사용

POTS SU

(32KBPS ADPCM)
진행중

TRCH로부터 단일 1/64-KBPS심볼, 32 KBPS ADPCM스레드홀드를

사용

저음(silent) 유지 호출

(소정SU)
진행중 OW(유지 호출중에 계속)

SIR 및 다중 채널 유형

링크상의 채널을 위해 요구되는 SIR은 채널 포맷(예컨대, TRCH, OW), 서비스 유형(예컨대, ISDN B, 32kb/s ADPCM

POTS), 그리고 데이터 비트가 분포되는 심볼수(예컨대, 두개의 64kb/s 심볼은 단일 32kb/s ADPCM POTS 심볼을 형성

하기 위해 통합된다)의 함수이다. 각 채널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요구 SIR에 대응하는 디스프레더 출력 전력은 미리 결

정된다. 호출/접속이 진행중인 동안에, 여러 사용자 CDMA 논리 채널은 동시적으로 활성화되며; 이러한 채널 각각은 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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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주기마다 심볼을 변환한다. 명목상으로 가장 높은 SIR채널로부터 심볼의 SIR이 측정되고, 스레드홀드와 비교되고 각

심볼 주기마다 APC 스텝 업/다운 결정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표 2는 서비스 및 호출형에 의한 APC 계산을 위해 사용된

심볼을 나타낸다.

APC 파라미터

APC 정보는 항상 단일 비트의 정보로 전달되고 APC 데이터 속도는 APC 갱신 속도와 동등하다. APC 갱신비는 64kb/s이

다. 이러한 속도는 예상된 레일리 및 도플러 페이드를 수용할만큼 충분히 높게 되고, 업링크 및 다운링크 APC 채널에서 비

교적 높은(~ 0.2) 비트 에러율(BER)를 허용하고, 따라서 APC에 사용되는 용량을 최소화한다.

APC 비트에 의해 나타나는 전력 스텝 업/다운은 공칭 0.1과 0.01dB 사이에 존재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한

전력 제어를 위한 동적 범위는 역방향 링크상에서 70dB이고, 순방향 링크상에서 12dB이다.

APC 정보를 다중화하기 위한 대체 실시예

이전에 설명된 전용 APC 및 OW 로직 채널은 단일 로직 채널 내에서 함께 다중 송신될 수 있다. APC 정보는 64kb/s로 전

송된다. 반면 계속해서 OW 정보는 데이터 버스트들로 발생된다. 선택적인 다중 전송 로직 채널은 인코딩되지 않은 비-인

터리브 64kb/s, APC 정보, 예를 들어 QSPK 신호의 직교 채널상에서 인(IN)-위상 채널 및 OW 정보를 포함한다.

폐루프 전력 제어 구현

호출 접속 동안 폐루프 전력 제어는 전체 시스템 전력에서 두 가지의 다른 천이에 응답한다. 먼저, 상기 시스템은 SU의 전

력 레벨에서의 이러한 변화와 같은 국부적 동작에 응답하고, 둘째로 시스템은 시스템에서 활성 사용자군의 전체 전력 레벨

에서의 변화에 응답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의 전력 제어 시스템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전력을 조절하는데 사용

된 회로는 RCS(RCS 전력 제어 모듈(501)에 도시됨) 및 SU(SU 전력 제어 모듈(502)에 도시됨)와 유사하다. RCS 전력 제

어 모듈(501)을 시작하고, 상기 역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는 RF 안테나에서 수신되고 가변 이득 증폭기(VGA)(510)에 인

가되는 역방향 CDMA 신호 RMCH를 생성하기 위해 복조된다. VGA1(510)의 출력 신호가 자동 이득 제어(AGC) 회로

(511)에 의해 제공되고, 이 회로는 VGA1(510)에 가변 이득 증폭기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이 신호는 VGA1(510)의 출력

신호의 레벨을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한다. VGA1의 출력 신호는 디스프레드-디멀티플렉서(512)에 의해 디스프레드되

고, 이것은 디스프레드 사용자 메시지 신호(MS)와 순방향 APC 비트를 생성한다. 순방향 APC 비트는 순방향 APC 제어 신

호를 생성하기 위해 적분기(513)에 인가된다. 순방향 APC 제어 신호는 순방향 링크 VGA(514)를 제어하고 통신에 필요한

최소 레벨로 순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유지한다.

RCS 전력 모듈(501)의 디스프레드 사용자 메시지 신호(MS)의 신호 전력은 신호 전력 지시를 발생하는 전력 측정 회로

(515)에 의해 측정된다. VGA1의 출력은 또한 상호 비상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신호를 디스프레드하는

AUX 디스프레더에 의해 디스프레드되고, 이로서 디스프레드 잡음 신호를 얻게 된다. 이러한 신호의 전력 측정치는 스레

드홀드 신호(S1)를 형성하기 위해 요구 신호 대 잡음비(SNRR)에 1을 더한 것에 의해 곱해진다. 디스프레드 신호 전력과

스레드홀드값(S1)사이의 차이는 뺄셈기(516)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에러 신호(ES1)인데, 이것은 특정한 전

송 전력 레벨에 관계되는 에러 신호이다. 마찬가지로, VGA1(510)용 제어 신호는 VGA1(510)에 대한 제어 신호의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레이트 스케일링 회로(517)에 인가된다. 스케일 회로(517)의 출력 신호는 스케일된 시스템 전력 레벨 신

호(SP1)이다. 스레드홀드 계산 로직(518)은 RCS 사용자 채널 전력 데이터 신호(RCSUSR)로부터 시스템 신호 전력 스레

드홀드값(SST)을 계산한다. 스케일된 시스템 전력 레벨 신호의 보수(SP1) 및 시스템 신호 전력 스레드홀드값(SST)은 제

2 에러 신호(ES2)를 생성하는 덧셈기(519)에 인가된다. 이러한 에러 신호는 모든 활성 SU들의 시스템 전송 전력 레벨에

관계된다. 입력 에러 신호(ES1, ES2)는 상기 델타 변조기(DM1)(512)에 입력하는 결합된 에러 신호를 생성하는 결합기

(520) 내에서 결합되고, DM1의 출력 신호는 +1 또는 -1의 비트값을 갖는 역방향 APC 비트 스트림 신호이고, 본 발명의

경우 64kb/sec 신호로서 전송된다.

역방향 APC 비트는 스프레딩 회로(522)에 인가되고, 이 스프레딩 회로(522)의 출력 신호는 스프레드-스펙트럼 순방향

APC 메시지 신호이다. 순방향 OW 및 트래픽 신호는 또한 순방향 트래픽 메시지 신호(1, 2, …, N)를 생성하는 스프레딩

회로(523, 524)에 제공된다. 순방향 APC 신호, 순방향 OW 및 트래픽 메시지 신호의 전력 레벨은 각각의 증폭기(525,

526, 527)에 의해 조절되어 전력 레벨 조절된 순방향 APC, OW 및 TRCH 채널 신호를 생성한다. 이러한 신호들은 덧셈기

(528)에 의해 결합되고 VGA(514)에 인가되는데, 이것은 순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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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순방향 APC 신호를 포함하는 순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는 SU의 RF 안테나에 의해 수신되고, 순방향 CDMA 신

호 FMCH를 생성하기 위해 복조된다. 이러한 신호는 가변 이득 증폭기(VGA3)(540)에 제공된다. VGA3의 출력 신호는

VGA3(540)에 가변 이득 증폭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자동 이득 제어 회로(AGC)(541)에 인가된다. 이러한 신호는

거의 일정한 레벨로 VGA3의 출력 신호 레벨을 유지한다. VGA3(540)의 출력 신호는 디스프레드 디멀티플렉서(542)에 의

해 디스프레드되고, 이것은 디스프레드 사용자 메시지 신호(SUMS) 및 역방향 APC 비트를 생성한다. 역방향 APC 비트는

역방향 APC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적분기(543)에 인가된다. 역방향 APC 제어 신호는 최소 전력 레벨로 역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유지하기 위한 역방향 APC VGA4(544)에 제공된다.

디스프레드 사용자 메시지 신호(SUMS)는 또한 전력 측정 신호를 생성하는 전력 측정 회로(545)에 제공되는데, 이것은 에

러 신호(ES3)를 생성하기 위해 덧셈기(546) 내에서 스레드홀드값(S2)의 보수에 더해진다. 상기 신호(ES3)는 특정한 SU

에 대한 RCS 전송 전력 레벨에 관계된 에러 신호이다. 스레드홀드(S2)를 얻기 위하여, AUX 디스프레더로부터의 디스프

레드 잡음 젼력 측정치는 원하는 잡음비(SNRS)에 1을 더한 것에 곱해진다. AUX 디스프레더는 상호 비상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디스프레드하고, 이에 의해 출력은 디스프레드 잡음 전력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VGA3용 제어 신호는 스케일링된 수신 전력 레벨(RP1)을 생성하기 위하여 VGA3에 대한 제어 신호의 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레이트 스케일링 회로에 인가된다(도 5 참조). 스레드홀드 계산 회로는 SU가 측정한 전력 신호(SUUSR)

로부터 수신된 신호 스레드홀드(RST)를 계산한다. 스케일된 수신 전력 레벨(RP1) 및 수신된 신호 스레드홀드(RST)의 보

수는 에러 신호(ES4)를 생성하는 덧셈기에 제공된다. 이러한 에러는 모든 다른 SU들에 대한 RCS 전송 전력에 관계된다.

입력 에러 신호(ES3, ES4)는 결합기에서 결합되고 델타 변조기(DM2)(547)에 입력되고, DM2 (547)의 출력신호는 +1 또

는 -1의 값을 가지는 순방향 APC 비트 스트림 신호이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이러한 신호는 64kb/sec 신호

로 전송된다.

순방향 APC 비트 스트림 신호는 출력 역방향 스프레드-스펙트럼 APC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스프레딩 회로(548)에 인

가된다. 역방향 OW 및 트래픽 신호는 또한 역방향 OW 및 트래픽 메시지 신호 1,2…N을 생성하는 스프레딩 회로(549,

550)에 입력되고, 역방향 파일럿은 역방향 파일럿 발생기(551)에 발생된다. 역방향 APC 메시지 신호, 역방향 OW 메시지

신호, 역방향 파일럿, 그리고 역방향 트래픽 메시지 신호의 전력 레벨은 증폭기(552, 553, 554, 555)에 의해 각각 조절되

어 신호를 각각 생성하고 이들 신호들은 덧셈기(556)에 의해 결합되어, 역방향 APC VGA(544)에 입력된다. VGA4(544)

는 역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생성한다.

호출 접속 및 베어러 채널 설정 처리 동안에, 본 발명의 폐루프 전력 제어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형된다. 도시된 바

와 같이, 전송 전력의 조정에 이용된 회로는 초기 RCS 전력 제어 모듈(601)로 도시된 RCS와; 초기 SU 전력 제어 모듈

(602)로 도시된 SU에 대해 서로 다르다. 초기 RCS 전력 제어 모듈(601)로 시작하면, 역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는 RF 안

테나로 수신되고 복조되어, 제1 가변 이득 증폭기(VGA1)(603)에 의해 수신되는 역방향 CDMA 신호 IRMCH를 생성한다.

VGA1의 출력 신호는 거의 상수값으로 VGA1의 출력 신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가변 이득 증폭기 제어 신호를 VGA1

(603)에 제공하는 자동 이득 제어 회로(AGC1)에 의해 검출된다. VGA1의 출력 신호는 디스프레드 디멀티플렉서(605)에

의해 디스프레드되고, 이것은 디스프레드 사용자 메시지 신호(IMS)를 생성한다. 순방향 APC 제어 신호, ISET는 고정된

값에 설정되고, 미리 정해진 레벨로 순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설정하기 위해 순방향 링크 가변 이득 증폭기(VGA2)

(606)에 제공된다.

초기 RCS 전력 모듈(601)의 디스프레드 사용자 메시지 신호(IMS)의 신호 전력은 전력 측정 회로(607)에 의해 측정되고,

출력 전력 측정치는 에러 신호(ES5)를 생성하기 위하여 뺄셈기(608)내에서 스레드홀드값(S3)로부터 감해지는데, 상기 에

러 신호는 특정한 SU의 전송 전력 레벨에 관계된 에러 신호이다. 상기 스레드홀드(S3)는 바람직한 신호 대 잡음비(SNRS)

에 1을 더한 것에 AUX 디스프레더로부터 얻어지는 디스프레드 전력 측정치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AUX 디스프레더는

상호 비상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사용하여 상기 신호를 디스프레드하기 때문에 그 출력 신호는 디스프레드 잡음 전력을 나

타낸다. 마찬가지로, VGA1 제어 신호는 스케일된 시스템 전력 레벨 신호(SP2)를 생성하기 위하여 VGA1 제어 신호의 속

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레이트 스케일링 회로(609)에 인가된다. 상기 스레드홀드 계산 로직(610)은 사용자 채널 전력 데이

터 신호(IRCSUSR)로부터 계산된 초기 시스템 신호 스레드홀드값(ISST)을 결정한다. 스케일된 시스템 전력 레벨 신호

(SP2) 및 ISST의 보수는 제2 에러 신호(ES6)를 생성하는 덧셈기(611)에 제공되는데, 제 2 에러 신호는 모든 활성 SU들의

시스템 전송 전력 레벨에 관계된 에러 신호이다. ISST의 값은 특정한 구조를 갖는 시스템에 있어서 원하는 송신 전력이다.

입력 에러 신호(ES5)및 (ES6)는 결합기(612)에 결합되어, 델타 변조기(DM3)(613)에 입력되는 결합된 에러 신호를 생성

한다. DM3는 +1 또는 -1의 비트값을 갖는 초기 역방향 APC 비트 스트림 신호를 생성하는데, 본 발명에 대해서는 64kb/

sec 신호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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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APC 비트 스트림 신호는 초기 스프레드-스펙트럼 순방향 APC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스프레딩 회로(614)에 제공

된다. 제어 채널(CTCH)정보는 스프레드 CTCH 메시지 신호를 형성하기 위하여 스프레더(616)에 의해 스프레드된다. 상

기 스프레드 APC 및 CTCH 신호는 증폭기(615) 및 (617)에 의해 스케일되고, 결합기(618)에 의해 결합된다. 결합된 신호

는 VGA2(606)에 인가되고, 이것은 순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생성한다.

스프레드 순방향 APC 신호를 포함하는 순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는 SU의 RF 안테나에 의해 수신되고 복조되어, 초기 순

방향 CDMA 신호(1FMCH)를 생성하고, 그 신호를 가변 이득 증폭기(VGA3)(620)에 인가한다. VGA3의 출력 신호는

VGA3(620)용 가변 이득 증폭기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자동 이득 제어 회로(AGC2)(621)에 의해 검출된다. 이러한 신호는

거의 상수값으로 VGA3(620)의 출력 전력 레벨을 유지한다. VGA3의 출력 신호는 디스프레드 디멀티플렉서(622)에 의해

디스프레드되고, 이 디멀티플렉서(622)는 VGA3의 출력 레벨에 따라 초기 역방향 APC 비트를 생성한다. 역방향 APC 비

트는 역방향 APC 제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적분기(623)에 의해 처리된다. 역방향 APC 제어 신호는 미리 정해진 전력

레벨로 역방향 링크 RF 채널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 역방향 APC VGA4(624)에 제공된다. 글로벌 채널 AXCH 신호는 스프

레드 AXCH 채널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스프레딩 회로(625)에 의해 스프레드된다. 역방향 파일럿 발생기(626)는 역방향

파일럿 신호를 제공하는데, AXCH 및 역방향 파일럿 신호의 신호 전력은 증폭기(627,628)에 의해 각각 조절된다. 스프레

드 AXCH 채널 신호 및 역방향 파일럿 신호는 역방향 링크 CDMA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덧셈기(629)에 의해 더해진다. 역

방향 링크 CDMA 신호는 역방향 APC VGA4(624)에 의해 수신되는데, 이것은 RF 송신기에 출력되는 역방향 링크 RF 채

널 신호를 생성한다.

시스템 용량 관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 용량 관리 알고리즘은 이른바 셀이라고 하는 RCS 지역에 대한 최대 사용자 용량을 최적화한다. 상

기 SU가 최대 전송 전력의 소정의 값 이내에 있을 때, SU는 RCS에 경보 메시지를 송신한다. RCS는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를 제어하기 위하여 "레드" 트래픽 라이트를 설정한다. "레드" 트래픽 라이트는 상술한 바와 같이, SU에 의한 액세스를 금

지하는 플래그이다. 이러한 상태는 경보를 발생하는 SU가 호출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SU에서 측정되는 경보를 발생하는

SU의 전송 전력이 최대 전송 전력보다 작은 값일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복수의 SU들이 경보 메시지를 송신할 때, 이러

한 조건은 경보 SU들로부터의 모든 호출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SU에서 측정되는 경보 SU의 전송 전력이 최대 전송 전력

보다 작은 값이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대안의 실시예는 FEC(forward error correction) 디코더로부터 비트 에러율

의 측정치를 측정하며, 이 비트 에러율이 미리 정해진 값보다 작을 때까지 "레드"로 RCS 트래픽 라이트를 유지한다.

본 발명에 따른 블로킹 전략은 RCS로부터 SU에 전송된 전력 제어 정보 및 RCS에서 수신된 전력 측정치를 이용하는 방법

을 포함한다. RCS는 전송 전력 레벨을 측정하고, 최대값이 도달되었음을 검출하고, 새로운 사용자를 차단하는 타이밍을

결정한다. 상기 SU가 베어러 채널 할당의 성공적인 완결 전에 최대 전송 전력에 도달한다면, 상기 시스템으로의 진입을 준

비하는 SU는 자체적으로 차단한다.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사용자 각각은 모든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잡음 레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것은 각 사용자

가 경험하는 신호 대 잡음비를 감소시킨다. 전력 제어 알고리즘은 각 사용자에 대하여 바람직한 SNR을 유지한다. 그러므

로, 다른 제한이 없을 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의 추가는 단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이고, 바람직한 SNR은 다시

얻어진다.

RCS에서 전송 전력 측정은 베이스밴드 결합 신호의 실효값(rms)의 측정 또는 RF 신호의 전송 전력의 측정 및 그 측정값

의 디지털 제어 회로로의 귀환에 의해 행해진다. 전송 전력 측정은 또한 장치가 최대 전송 전력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SU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SU 전송 전력 레벨은 RF 증폭기의 제어 신호의 측정 및 일반 전화 서비스(POTS), 팩스 또는 종합 정보 통신망(ISDN)과

같은 서비스 형태를 토대로 한 측정치의 스케일링에 의해 결정된다.

SU가 최대 전력에 도달했다는 정보는 할당 채널 상의 메세지에 포함되어 SU에 의해 RCS로 전송된다. 상기 RCS가 SU 전

송 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SU에 APC 메시지를 송신하고, RCS에서 측정된 SU 전송 전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상기 SU

가 최대 전송 전력에 도달하기 때문에 RSC는 또는 역방향 APC 변화의 측정에 의해 그 상태를 판정한다.

RCS는 쇼트 코드를 사용하여 램핑-업(ramping-up)을 종료한 새로운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트래픽 라이트를 사용하

지 않는다. 이들 사용자들은 다이얼 톤의 발생 정치 및 시간 제한에 의해 차단된다. RCS는 SU의 전송 전력을 낮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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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채널으로부터 모든 1의 부호 (전력 저하 명령)를 송신한다. RCS는 또한 CTCH 메시지를 송신하지 않거나 FSU에 액

세스 처리 포기 또는 재시작을 강제하는 무효인 어드레스를 가진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러나, SU는 트래픽 라이트가 레드

이기 때문에 즉시 포착 처리를 시작하지 않는다.

RCS가 전송 전력 한계점에 도달하였을 때, SU가 그 전송 전력 한계점에 도달할 때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블로킹을 실행

한다. RCS가 FBCH상에 모든 트래픽 라이트를 턴 오프하고, 쇼트 코드 램프-업을 완료했지만 주어진 다이얼 톤은 수신하

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모든 1의 APC 비트 송신(전력 저하 명령)을 시작하고, 이들 사용자에게 CTCH 메시지를 송신하지

않거나 액세스 처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무효 어드레스를 구비한 메시지를 송신한다.

SU의 셀프 블로킹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U가 AXCH 전송을 시작하면, APC는 AXCH를 사용하여 전력 제어 동작을

시작하고, SU의 전송 전력을 증가시킨다. 전송 전력이 APC의 제어에서 증가될 때, 이것은 SU 제어기에 의해 감시된다. 만

약 전송 전력 한계에 이르면, SU는 액세스 처리를 포기하고 재시작한다.

본 발명은 예시적인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었지만, 당업자에 의해 다음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

위 내에서 실시예에 대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베어러 채널 전력 레벨에서의 변화와 사용자 수의 변화에 신속하게 응답하여 모든 사용자의 전송 전력

을 동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개개의 원격 수신기에서 충분한 BER을 유지하는 반면에 시스템의 전체 전력 요구 조

건을 최소화하여, 원격 사용자의 초기 전송 전력 레벨을 제어하고 전체 시스템 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통신 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유지 전력 제어 알고리즘의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자동 순방향 전력 제어 알고리즘의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자동 역방향 전력 제어 알고리즘의 순서도,

도 5는 베어러 채널이 확정되었을 때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폐루프 전력 제어 시스템의 순서도,

도 6은 베어러 채널의 설정 처리시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폐루프 전력 제어 시스템의 순서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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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687596

- 18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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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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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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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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