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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직교 코딩된 시스템에서 전력값 추정을 위한 방법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직교 코딩과 전원 제어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블럭도.

제 2 도는 전원값 추정 장치의 양호한 실시예의 블럭도.

제 3 도는 제 1 도 및 제 2 도의 통신 시스템의 양호한 실시예에 의해 수행된 전원 직교 코딩된 시스템에
서 전력값 추정 단계를 상세히 설명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직교 코딩된 신호를 응용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교 코딩된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전력 추정값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통신 시스템은 많은 형태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의 목적은 정보를 싣고 있는 신호를 한 점에 
위치한 소스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다른 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용자 목적지에 송신하는 것이다. 통신 시
스템은 일반적으로 세가지 기본적인 부품 즉, 송신기, 채널 및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송신기는 메시지 
신호를 채널을 통해 송신하기 적당한 형태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메시지 신호의 이러한 처리를 변조
라고 한다. 채널의 물리적인 기능은 송신기 출력과 수신기 입력 사이에 물리직 접속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신기의 기능은 원래의 메시지 신호의 추정값을 계산하기 위해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다. 수신된 
신호의 이러한 처리를 복조라 한다.

이름하여, 포인트 대 포인트 채널 및 포인트 대 멀티 포인트 채널(point-to-multipoint channels)이라고 
하는 2형태의 쌍 방향 통신 채널이 존재한다. 포인트 대 포인트 채널의 예는 와이어 라인(예를 들어, 국
지 전화 송신), 마이크로파 링크 및 광 섬유를 포함한다. 포인트 대 멀티 포인트 채널은 하나의 송신기
(예를 들어, 셀룰라 무선 전화 통신 시스템)로부터 많은 수신국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된다. 
이들 포인트-대-멀티 포인트 시스템은 멀티플 어드레스 시스템(MAS)이라고도 한다.

아날로그 대 디지탈 송신 방법은 통신 채널을 통해 메시지 신호를 송신하는데 쓰인다. 디지탈 방법은 아
날로그 방법보다 동작에 있어, 채널 노이즈와 간섭의 배재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 다른 종류의 메시지 신
호 송신을 위한 동일한 포맷의 사용, 코딩의 사용으로 인한 통신의 향상된 안정성 및 증가된 용량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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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는 이것에만 국한되지 않은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이들 장점은 시스템의 복잡해진 댓가로 얻어진 장점들이다. 그러나, 초 집적 회로(VLSI) 기술을 통해 하
드웨어를 구축하는 비용 절감에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되었다.

밴드 패스(band-pass) 통신 채널을 통해 메시지 신호(아날로그 또는 디지탈)를 송신하기 위해, 메시지 신
호는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송신되는 적당한 형태로 조작되어야 한다. 메시지 신호의 변경은 변조라는 
처리에 의해 수행된다. 이 처리는 메시지 신호에 따라 변조된 파의 스펙트럼이 할당된 채널 쪽과 매치되
도록 캐리어 파의 파라메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응하여, 수신기는 채널을 통해 송신 신호가 전
달된 뒤에 훼손된 신호로부터 원래의 메시지 신호를 재생하도록 요구된다. 재생은 복조라고 알려진 처리
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이것은 송신기에서 쓰인 변조 처리의 역이다.

효과적인 송신을 제공하는 외에 변조를 수행하는 다른 목적이 있다. 특히 변조는 여러 메시지 원으로부터 
공통 채널을 통해 동시에 신호를 송신하는 멀티플렉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변조는 메시지 신호를 노이
즈와 간섭에 덜 민감하게 하는데 쓰일 수 있다.

멀티플렉스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통신 채널상에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통신 채널 자원의 단기간 혹은 불연속 부분에 대해 통신 채널상에서 능동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원격 장치(예를 들어, 사용자 장치)로 되어 있다. 따라서, 통신 시스템은 통신의 특성을 동일한 채널상에 
있는 짧은 시간을 위한 많은 원격 조종 장치에 결합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시스템은 다중 억세스
(multiple access) 통신 시스템이라 불린다.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의 한 형태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이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송
신되는 기호가 통신 채널 내에서 광 주파수 대역으로 넓게 퍼지는 변조 기술에 사용된다. 주파수 대역은 
보내질 정보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밴드 폭보다 훨씬 넓다. 예를 들어 음성 신호는 정보보다 단 
2배 만큼인 밴드 폭으로 진폭 변조(AM)을 사용하여 송신될 수 있다. 낮은 편이의 주파수 변조(FM) 또는 
단일측대역 AM과 같은 다른 형태의 변조 또한 정보가 정보 자체의 밴드 폭과 비교할만한 밴드 폭으로 송
신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송신될 신호의 변조는 종종 밴드 폭이 수 킬로
헤르쯔인 기저대역 신호를 포함하고 신호가 수 메가헤르쯔의 폭의 주파수 대역으로 송신되도록 기여한다. 
이것은 신호를 송신될 정보 또는 광대역 인코딩 신호와 함께 변조함으로써 달성된다.

3가지 일반적인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기술은 다음과 같다.

직접 순차

비트 속도가 정보 신호 밴드 폭보다 휠씬 큰 디지탈 코드 순차에 의한 캐리어의 변조, 이와 같은 시스템
은 '직접 순차' 변조된 시스템이라 한다.

호핑 (Hopping)

비연속적으로 이동하는 캐리어 주파수가 코드 순차에 의해 지시된 형태로 증가한다. 이들 시스템 '주파수 
호퍼'라 불린다. 송신기는 임의의 예정된 집합 내에서 주파수에 저주파수로 이동하고 주파수의 차원은 코
드 순차에 의해 결정된다. 유사하게 '시간 호핑' 및 '시간-주파수 호핑'은 코드 순차에 의해 조정되는 송
신 시간을 갖는다.

처프(Chirp)

펄스-FM 또는 처프 변조는 주어진 펄스 주기동안 캐리어가 광대역 상에서 스위프(sweep) 된다.

정보(예를 들어, 메시지 신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내에 삽입될 수 있다. 한가지 
방법은 정볼르 스프레딩 변조에 사용되기 전에 스프레딩 코드에 가산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직접 순차 
및 주파수 호핑 시스템에 쓰일 수 있다. 송신될 정보는 스프레딩 코드에 가산되기 전에, 스프레딩 코드와 
정보의 조합은 전형적으로 2진 코드이고 모듈-2 가산을 포함하므로, 디지탈 형태임을 알아야 한다. 선택
적으로, 정보 또는 메시지 신호는 그것이 스프레딩 되기 전에 캐리어를 변조하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1)  송신된 대역은 송신된 정보의 대역 또는 속도보다 커야 하고, 
(2) 송신된 정보와는 다른 기능이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변조된 채널 대역을 얻는 2가지 특성을 갖는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은 다중 억세스 통신 시스템이다. 한가지 형태의 다중 억세스 스프레트 스
펙트럼 시스템은 코드 분할 다중 억세스(CDMA) 시스템이다. CDMA 시스템에서, 2개의 통신 장치간의 통신
은 유일한 사용자 스프레딩 코드가 있는 통신 채널의 주파수 대역으로 각각의 송신된 신호를 스프레딩 함
으로써 수행된다. 결과적으로, 송신된 신호는 통신 채널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있고 유일한 사용자 스
프레딩 코드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유일한 사용자 스프레딩 코드는 양호하게는 상호 직교하고 스프레딩 
코드 사이의 상호 간섭은 거의 0이다. CDMA 시스템은 직접 순차 또는 주파수 호핑 스프레딩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다. 특정의 송신된 신호는 통신 채널로부터 회복되는 특정 송신 신호에 관련된 사용자 스프레딩 
코드가 있는 통신 채널 내의 임의 신호를 스프레딩 표시하는 신호를 디스프레딩하여 회복된다. 더 나아가 
사용자 스프레딩 코드가 서로 직교일 때 수신된 신호는 특정의 사용자 스프레딩 코드와 상관되어 특정의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된 필요한 사용자 신호가 향상되고 반면 다른 사용자의 신호는 향상되지 않는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CDMA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타 신호를 상호 분리하는데 여러가지 다른 스프레딩 코드가 
존재함을 알 것이다. 이들 스프레딩 코드는 가상 노이즈(PN) 코드, 월쉬 코드 외에 다른 것도 포함한다. 
월쉬 코드는 하다마드 매트릭스의 단일 행 또는 열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64채널 CDMA 스프레드 스펙트
럼 시스템에서, 특정의 상호 직교하는 월쉬 코드는 64×64 하다마드 매트릭스 내에 있는 64월쉬 코드 집
합으로부터 선택된다. 또한 특정의 데이타 신호는 특정 데이타 신호를 스프레딩하기 위해 특정의 월쉬 코
드를 사용하여 다른 데이타 신호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기술 영역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스프레딩 코드가 채널 코드 데이타 신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타 신호는 채널 코딩되어 송신된 신호가 노이즈, 페이딩, 재밍같은 다양한 
채널 고장의 영향에 저항하도록 하여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전형적으로, 채널 코딩은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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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확률을 감소시키고, 노이즈 밀도당 비트 에너지로 표시되는(Eb/No) 필요한 신호 대 노이즈 비를 감
소시키고, 데이타 신호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회생시켜 신호를 회복한다. 예를 
들어, 월쉬 코드는 채널에 사용되어 뒤이어 송신되는 데이타 신호의 변조 전에 테이타를 코딩하는데 쓰인
다. 유사하게 PN 스프레딩 코드도 채널에 쓰여 데이타 신호를 코딩한다.

전형적인 스프레드 스펙트럼 송신은 정보 신호의 대역폭 확장을 포함하고, 확장된 신호의 송신 및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원래의 정보 신호 대역폭으로 재매칭하여 필요한 정보 신호를 회복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기술에 쓰인 일련의 대역폭 교환은 노이즈 신호 환경하에서 상대적으로 에러 없는 정보를 
통신 시스템이 전달하도록 하며 임의의 Eb/No에 대해 통신 채널로부터의 정보 신호가 에러율(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 주기 또는 수신된 비트 간격동안 송신된 신호를 회복하는 중에 발생한 에러의 수)로 측정되
다. 결과적으로, 통신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에러율이 상한 또는 치대값 내로 되도록 설계되어 수신된 신
호의 저하가 제한되었다.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에러율은 통신 채널 내에 있는 다수의 동시이지만 코드 분할 
된 사용자와 직접 관련된 통신 채널 내에서 노이즈 간섭 레벨과 관련된다. 따라서, 최대 에러율을 감소시
키기 위해 통신 채널 내에 있는 동시의 코드 분할된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러율은 
수신된 신호 전력 수준에도 영향받는다. 어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예를 들어, 셀률러 시스
템)에서 중앙 통신 사이트는 전형적으로 탐지를 시도하거나, 전자기 주파수 스펙트럼의 특정 대역으로부
터 하나 이상의 신호를 수신한다. 중앙 통신 사이트에서는 특정한 수신된 신호 전력 임계값으로 신호를 
최적 수신하기 위해 수신기를 조정한다. 특정한 전력 임계값 또는 근처에 있는 수신 신호 전력을 갖는 수
신 신호는 최적 수신된다. 반면, 특정 전력 임계값 또는 근처에 있는 수신 신호 전력을 갖지 않는 이들 
수신 신호는 최적 수신되지 않는다. 최적 수신되지 않은 신호는 높은 에러율을 갖는 경향이 있고 다른 수
신기에 불필요한 간섭을 야기한다. 최적 수신되지 않은 신호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통신 
시스템이 중앙 통신 사이트와 관계하고 있는 통신 채널상의 동시 사용자의 수를 더욱 제한하게 한다. 따
라서, 수신된 신호 전력값을 특정 전력 임계값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앙 통신 사이트에 
송신을 시도하는 송신기의 신호원 값을 조정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수신된 신호 전력값을 특정 전력 임
계값에 유지시키는 전력 제어 구조를 사용하여 통신 채널상에 있는 동시 사용자의 수를 특정한 최대 에러
율에 대해 최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좀더 정확
한 수신된 신호 전력값 추정 구조가 필요하다. 좀더 정확한 수신된 신호 전력값 추정 구조에 의해, 통신 
채널상에서 동시 사용자의 수는 덜 정확한 수신 신호 전력값 계산 구조를 사용하는 통신 채널내의 동시 
사용자의 숫자보다 동일한 최대 에러율 한계를 유지 하면서 증가되었다.

발명의 요약

신호 전력값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되었다. 추정은 입력 데이타 백터의 출력값의 집합을 
발생하기 위한 상호 직교하는 코드의 집합과 상관시킴으로써 수행된다. 입력 데이타 백터는 수신된 직교 
코드 신호의 데이타 샘플을 구성한다. 각각의 출력값은 입력 데이타 백터가 상호 직교 코드의 집합내로부
터 직교 코딩된 하나와 상당히 유사한 입력 데이타 백터의 신뢰값에 대응한다. 최종적으로, 수신된 직교 
코드 신호의 전력 추정값이 출력값의 집합의 비선형 함수로써 발생된다.

상세한 설명

제 1 도를 참조하면, 통신 시스템에 있는 양호한 실시예의 폐쇄 루프 전력 제어 시스템이 도시되었다. 전
력 제어 시스템은 역 채널(예를 들어, 기지 통신 사이트(100)은 이동국(102)의 송신 신호 전력을 조정한
다)용 이다. 기지국(100) 수신기는 특정 사용자의 이동국(102)에 의해 송신된 수신 신호 전력값을 추정한
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전력은 양호하게 매 1.25밀리초(ms)마다 계산된다(104). 즉, 6월쉬 워드의 시간 
주기동안 여러가지 전력 추정값이 함께 평균되어 장기 평균 예정 임계값을 얻는다. 제어 표시기(예를 들
어, 하나의 비트 또는 다수의 비트)가 비교 결과에 따라 발생된다(108). 만일 추정값이 임계값보다 크다
면, 전력 제어 표시기는 1로 결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0으로 결정된다. 전력 제어 표시기는 인코딩(110)
되어 전방 채널을 경유해 송신된다(112). 인코딩은 통신 채널을 통해 송신하기 전에 스프레딩 코드가 있
는 전력 제어 표시기를 스프레딩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방 채널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 양호하게는 단지 
하나의 전력 제어 표시기가 매 1.25ms마다 송신된다. 결과적으로, 이동국(102)는 전력 제어 표시를 통신 
채널로부터 수신된 신호로부터 검출하여 연이어 수신된 전력 제어 표시(120)에 따라 매 1.25ms마다 송신
기(114) 전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전력 제어 표시의 검출은 스프레딩 코드가 있는 수신된 신호를 디
스프레딩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만일 지연 제어 표시기가 0이면 송신기(114)는 송신기 전력을 증가
시킨다. 그렇지 않을때, 이것(114)은 송신기 전력을 감소시킨다. 전력 증가 또는 감소의 단차는 양호하게
는 0.2에서 1.3dB 사이이고 매 12.5ms마다의 전력 변화는 10dB 이하로 유지된다. 전력 제어 표시기를 수
신한 뒤 이동국(102)의 응답의 시간 지연은 2ms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위의 기술로부터 전력 제어 시스템은 시간 지연이 있는 비선형 피드백 제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어 시스템의 목적은 가능하면 수신 즉시 신호 전력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전력 추적이 행
해지지 않을 때 수신 전력의 평균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명히, 만일 모든 평균 이동 송신
기(102)의 전력이 기지국(100) 수신기 입력에서 상호 같다면, 특정 이동국(102)의 신호 대 노이즈 비는 
사전에 약정된 값 이상으로 유지되어 셀 내에 있는 이동국의 숫자가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특
정 수신 신호에 대한 노이즈 또는 간섭은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신호이므로 신호 대 노이즈 비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된다. 만일 모든 평균 수신기 신호 전력값이 동일하다면, 모든 수신기의 입력에서 신
호 대 노이즈 비는 단지 10log10N(dB)이며, 여기서 N은 송신 이동국의 유효 숫자이다.

특정 수신기에 대한 신호 대 노이즈 비에 기초하여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간단히 말해 전
력 제어 시스템은 한 이동국에 대한 수신된 신호가 다른 것들을 간섭하면 한 이동국으로부터의 증가된 송
신기 전력은 다른 이동국으로부터 수신된 신호에 대해 간섭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한 이동국의 전력
의 조정은 다른 이동국의 신호 대 노이즈 비를 선택한다는 것을 매우 힘들다. 가능하다 해도 이같은 시스
템은 불안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국 A의 신호 전력이 어떤 이유로 증가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국의 
전력 증가는 다른 이동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신된 신호의 신호 대 노이즈 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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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 노이즈 비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 이동국은 이들 송신기 전력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다시 이
동국 A가 전력을 다시 증가시키도록 한다. 이것은 당연히 불안정한 정궤환 루프를 형성한다. 전력 제어 
시스템의 효율은 수신된 수신 전력값 계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진보된 전력값 추정기가 매우 
필요하다. 복조수신된 신호(124)는 이동국(102)에 의해 송신된 다양한 신호를 포함한다. 그러나, 수신된 
이동국 신호에대한 신호 대 노이즈 비는 매우 작아서 수신된 신호 전력값을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
과적으로, 수신된 신호 전력값 계산은 월쉬 디코더(126)에 의한 출력 신호와 같은 다른 신호원의 사용으
로 결정된다. 월쉬 디코더(126)은 필수적인 상관기로써 64개의 상이한(매핑된) 월쉬 워드(예를 들어 직교 
코드)를 입력 데이타 백터(예를 들어, 복조된 수신 신호(124))에 상관시킨다. 시간 nT에서 입력 데이타 
백터 r(n)을 가정하면 T는 월쉬 워드 간격이고, i번째 월쉬 워드에 의해 발생된다. 입력 데이타 백터 
r(n)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r(n)=Ane
j 9n

w1+z(n) ‥‥‥‥‥‥‥‥‥‥‥‥‥‥‥‥‥‥‥‥(식 1)

여기서,

Z(n)=시간 nT에서 노이즈 백터.

W1 =월쉬 워드의 요소 0 및 1을 +1  및 -1로 매핑한 i번째 월쉬 워드로부터 도출한 64비트 길이 데이타 

백터.

An=채널 이득, 및 

θn=비간섭성 탐지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변조 각

월쉬 디코더(126)은 하다마드 변환 매트릭스 알고리즘에 따라 64값(128)을 출력한다. 복소 출력값(128) 
Yj(n), j=0,1 ‥‥63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yj(n)=64Ane
j 9n

 +uj(n)     j=i ‥‥‥‥‥‥‥‥‥‥‥‥‥‥‥‥‥(식 2a)

yj(n)=uj(n)                     j≠i ‥‥‥‥‥‥‥‥‥‥‥‥‥‥‥‥‥(식 2b)

여기서,

uj(n)=스칼라 화이트 노이즈

Uj(n)은 0 평균일 때, 1/64로 스케일 된 Yj(n)의 제곱의 기대값 Ej(n)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여기서,

(식 3)에 있는  가 변조된 수신 신호(124)의 제곱임을 알고 있다. 수신 신호(124) 제곱의 계산값을 계산 
할 때 송신될 특정 월쉬 워드의 동일성이 알려져야 한다. 수신기(122)에는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Yj(n)으로 표기된 월러 디코더(126)에 의해 출력된 64의 출력값(128)의 군으로부터 가장 큰 값 Yj(n)은 

기대값 Ej(n)의 추정값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출력값 Yj(n)(128)이 노이즈 편

차 전력   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따라서 전력 추정기(104)는 기대값 Ej(n)의 추정값 및 노이즈 편차 계산

값   을  계산하는  것에  의해  P(n)으로  지시된  전력값을  얻고,  이를  전력  추정식에  사용하여  다음을 
얻는다.

여기서,

n=일정 시간

Yj(n)=시간 n에서의 특정 출력

Yj(n)=시간 n에서 가장 큰 출력값

Ej(n)=시간 n에서 Yj(n) 함수의 기대값의 추정값

Ej(n)=시간 n에서 Yj(n) 함수의 기대값의 추정값 및

=시간 n에서 노이즈 편차의 추정값

따라서, 시간 n에서  으로 표기되는 복조된 수신 신호(124)의 즉각적인 전력 추정값 P(n)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n=일정 시간

Yj(n) =시간 n에서 특정 출력값

Yi(n)=시간 n에서 가장 큰 출력값

Ei(n)=시간 n에서 함수 Yi(n)의 기대값의 추정값

=시간 n에서 추정된 노이즈 편차

=시간 n에서의 신호 전력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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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 영역에서 숙련된 사람들은 P(n)으로 표시되는 장기 전력 평균값이 얻어짐을 이해할 것이다. (식 
4) 및 (식 5)에 보인 추정을 수행하는 외에 기대값 Ei(n)의 6개의 연속하는 추정값과 노이즈 편차 추정값  

이 평균되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력값 추정식에 쓰일 것이다.

여기서,

n=일정 시간

Yj(n)=시간 n에서 특정 출력값

Yi(n)=시간 n에서 가장 큰 출력값

Ei(n)=시간 n에서 함수 Yi(n)의 기대값의 추정값

=시간 n에서 노이즈 편차 추정값

=시간 n에서 함수 Yi(n)의 기대값의 장기 평균 추정값

=시간 n에서 장기 평균 노이즈 편차 추정값

따라서, 장기 평균 추정값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여기서,

n=일정 시간

Yj(n)=시간 n에서 특정 출력값

Yi(n)=시간 n에서 가장 큰 출력값

=시간 n에서 함수 Yi(n)의 기대값의 장기 평균 추정값

=시간 n에서 장기 평균 노이즈 편차 추정값

=시간 n에서 장기 평균 신호 전력 추정값

제 2 도를 참조하면, 이들 전력 신호  과 노이즈 편차 의 공정한 추정값은 전력 제어에 쓰일 수 있다. 추
가적으로 이들 추정값은 각각의 수신된 이동 기지(102)의 신호 대 노이즈 비를 평가하는데도 쓰인다. 그
러나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추정값을 계산하기 위해 송신된 특정 월쉬 워드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수신기(123)에는 전형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나, 가장 큰 출력값 Yj(n)(128)은 

모든 j에 대해 Yj(n)으로 표기된 것이 선택되어(132) 기대값 Ej(n) (134)의 출력값(136)을 발생한다. 추가

적으로 출력값(136)은 노이즈 편차 전력   (142)는 가산(138) 뒤에 63으로 남아있는 출력값(136)을 나눔
으로써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기대값 Ei(n) (134)의 여러 계산값과 노이즈 전력 142  (예를 들어, 모든 6

개 기대값과 노이즈 전력이)이 각각 평균된다(146 및 148). 마지막으로, 기대값 의 평균 계산값과 평균 
노이즈 전력 계산값(152)   은 식(6) 및 식(9)에 표기한 바와 같은 식에 이해 장기 평균 신호 전력값   
(130)(즉   )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수신기(122) 신호 대 노이즈 비가 클때, 가장 큰 출력값(128)을 선택하는 결정은 신뢰할 만하고, 신호 및 
노이즈 전력의 계산값은 정확하다. 그러나 신호 대 노이즈 비가 감소하면, 신호 전력이 과대 추정되는 경
향이 있다. 신호 대 노이즈 비가 작을때 결정된 추정값 Ej(n)은 오류일 수도 있고, 즉 가장 큰 크기를 갖

는 출력값 Yj(n)은 수신된 신호 백터와 송신된 월쉬 워드의 매핑의 상관 계수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추정값 Ej(n)은 선택된 추정값 Ej(n)보다 적은 값을 가져야 하고, 진정한 평균 신호 전력은 오차 

결정에 기초하여 추정된 값들의 평균보다 적어야 한다. 낮은 신호 대 노이즈 비 조건하에서의 양호한 전
력 추정은 (식 6)을 다음과 같이 변형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은 신호 대 노이즈 비의 비선형 함수이다.

이상의 주어진 논의에 따라, 이 비선형 함수 f(x)는 작은 x에 대해 f(x)는 x 및 y 큰 x에 대해 f(x) > x
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함수의 하나는

이다.

이러한 비선형 함수 (식 11)을 사용함으로써, 양호한 전력 추정기(104)는 다음의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제
공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들은 다른 비선형 함수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신호 전력 추
정(130)을 생성하기 이해 (식 11)에 도시한 것과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 
11)에 기술된 것과 같은 비선형 함수는 또한 전력 추정(104)에 다음 함수를 구현함으로써 훨씬 좋은 신호 
전력 추정 P(n)을 제공하기 위해 (식 9)에 기술된 장기 평균 신호 추정을 변형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신호 전력 추정을 사용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은 제 1 도 및 제 2도를 참조하여 상기 설명 
되었다. 제 1 도 및 제 2 도에 도시된 전력 제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단계들을 요약하는 흐름도가 제 3 
도에 도시되어 있다. 신호 전력 제어 시스템은 기지국(100) 수신기(122)에서 직교 코딩된 신호(202)를 수
신함으로써 시작된다(200). 수신된 직교 코딩된 신호는 입력 데이타 백터(12)로 샘플/복조된다(204). 입
력 데이타 백터(124)는 한 셋트의 출력값(128)을 생선하기 위해 하다마드 변환 매트릭스 알고리즘에 의해 
상호 직교하는 코드의 셋트와 상관된다(126,206). 후속적으로 수신된 신호의 전력의 추정   은 선정된 식
(예를 들어, 상기 기술된 식 6, 식 9 또는 식 12)에 따라 다수의 출력값 집합(128)로부터 함께 평균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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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개의 출력값(128)의 비선형 함수로서 발생된다(104,208). 후속적으로 전력 제어 표시기(108)은 평균 신
호 전력 추정 과 선정된 제어 신호 임계값 사이의 비교에 따라 설정된다(210). 전력 제어 표시기(108)은 
스프레딩 코드로 스프레드된다(110,212). 스프레드 전력 제어 표시자(120)은 통신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
(112,214).  다음에, 이동국(102)는 채널을 수신한다(116,216).  전력 제어 표시자(120)은 수신된 신호를 
스프레딩 로드로 디스프레딩 시킴으로써 검출된다(118,318). 신호 송신기(114)의 특정한 신호 송신 전력
은 양호한 실시예의 전력 제어 시스템의 하나의 루프를 완료하거나 종료하는(224) 검출된 전력 제어 표시
자(120)의 값에 응답하여 조정 된다(120,220).

본 발명의 어느 정도의 특정성은 가지고 설명되고 예시되었지만, 실시예들의 본 발명은 예로서만 이루어
진 것이고 단계뿐만 아니라 부분의 배열 및 조합에 있어서의 여러가지의 변형이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고서 본 기술에 숙련된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술한 바와 같은 양호한 
실시예의 통신 시스템 전력 제어 장치의 변조기, 안테나 및 복조기부들은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 송신되
는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 설명되고 청구된 전력 제어 기술들은 TDMA 및 FDMA에 기초한 다른 유사한 통신 시스템에도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통신 채널은 전자 데이타 버스, 와이어 라인, 광 섬유 링크 또는 다른 유형의 
통신 채널로 대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입력 데이타 백터는 수신된 직교 코딩된 신호의 데이타 샘플을 포함하고, 각각의 출력값은 입력 데이
타 백터가 상호 직교하는 코드 집합 내에 있는 직교 코드들 중의 하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신뢰할 만한 
측정치에 대응하고, 출력값의 집합을 발생하기 위해 입력 데이타 백터를 상호 직교하는 코드 집합에 상관
시키기 위한 직교 코드 검출기 수단, (b) 상기 직교 코드 검출기 수단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비선형 함
수로서 수신된 코딩된 신호의 전력의 추정값의 집합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정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신호 전력 추정기를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코드 검출기 수단은 입력 데이타 백터에 대하여 하다마드 변환 매트릭스 알
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출력값들의 집합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수단은 신호 전력 추정같이 평균 출력값의 집합의 비선형 함수로서 발생되
도록 다수 셋트의 출력값으로부터 출력값들을 함께 평균하기 위한 평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전력 추정기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신호 전력 추정값과 선정된 임계값 사
이의 비교 결과에 응답하여 전력 제어 표시자를 설정하기 위한 임계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 수단에 동작적으로 결합되고, 통신 채널을 통해 전력 제어 표시자를 송신시
키기 위한 신호 송신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a) 통신 채널을 통해 나온 수신된 신호내에서 전력 제어 표시자를 검출하기 위한 신
호 수신 수단 및 (b) 상기 신호 수신 수단에 동작으로 결합되고, 검출된 전력 제어 표시자에 응답하여 신
호 송신기의 특정한 신호 송신 전력을 조정하기 위한 전력 조정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a) 상기 전력 추정기 직교 코드 검출기 수단은 65개의 출력값 집합을 발생하기 위해 
64개의 상호 직교하는 코드의 집합에 입력 데이타 벡터를 상관시키고, (b) 상기 전력 추정기 추정 수단은 
다음 식에 따라 신호 전력 추정값을 발생하고,

여기서, n=일정 시간 ; Yj(n)=시간 n에서의 특정 출력값 ; Yi(n)=시간 n에서의 가장 큰 출력값 ;   =

시간 n에서의 신호 전력 추정값 ; 및 f( )=특정한 비선형 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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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전력 추정기 추정 수단은 신호 전력 추정값이 다음 식에 따라

(여기서,   =시간 n에서의 장기 평균 신호 전력 추정값)

발생되도록 셋트의 출력값으로부터 특정한 출력값들을 함께 평균하기 위한 평균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비선형 함수 f( )은

포함하여, 상기 신호 전력 추정기가 다음 식에 따라

신호 전력 추정값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비선형 함수 f( )는

을 포함하여, 상기 신호 전력 추정기가 다음 식에 따라

신호 전력 추정값을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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