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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트랜스폰더 (104) 에 의해서 송신된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위성 통신 시스템은 공유 자원 시호를 포함하는 통신 신호를 송신하는 (402) 게이트웨이 (102), 하나 이상의 가입

자 유닛 (106A, B, C) (예를들면, 전화기) 에 신호를 중계하는 (404) 위성 트랜스폰더 (104), 및 신호를 수신하는 (406)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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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 (106) 를 포함한다. 방법은 각 가입자 유닛 (106) 에서 위성 트랜스폰더 (104) 를 통해 공유 자원 신

호를 수신하는 단계 (406), 각 가입자 유닛 (106) 에서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에 대한 신호 전력을 측정하는 단계 (408), 신

호 전력을 게이트웨이 (410 및 102) 로 전송하는 단계, 및 신호 전력에 근거하여 위성 트랜스폰더 (418) 에 의해서 송신된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또는 전화 시스템과 같은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및 위성 리피터 (repeater) 형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파일럿 신호와 같은 공유 자원 신호의 신호 강도를 제

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각종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이 다수의 시스템 사용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다중 접속 통신 시

스템에 이용되는 공지된 두 가지 기술은 시분할 다중 접속 (TDMA) 과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FDMA) 이며, 그들의 기본

은 본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과 같은 스프레드 스펙트

럼 변조 기술은 다른 변조 스킴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특히, 다수의 통신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다.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의 CDMA 기술의 이용은 "위성 또는 지상 리피터를 이용한 스프레드 스펙

트럼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이라는 제목으로 1990 년 2 월 13 일에 발행된 미국 특허 제 4,901,307 호 및 "개별 수신 위

상 시간 및 에너지를 추적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풀 스펙트럼 송신 전력을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 라는

제목으로 미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제 08/368,570 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양자 모두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로 포함한다.

상술한 특허 문서에 다수의 일반적인 이동 시스템 또는 원격 시스템 사용자 (이하 가입자라 함) 가 각각 다른 시스템 가입

자와, 또는 공중 전화 스위칭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접속 시스템 사용자와의 통신을 위해 하나 이상의 가입자부에 이용되

는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가입자 유닛은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형 통신 신호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및 위성 리피터를 통해 통신한다.

위성은 지표면에 위성 통신 신호를 투사함으로서 생성되는 "스폿 (spot)" 을 조명하는 빔을 형성한다. 스폿에 대한 전형적

인 위성 빔 패턴은 소정의 커버리지 패턴으로 배열된 다수의 빔으로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각 빔은 공통의 지리적 영역

을 커버하고 각각 상이한 주파수 대역을 점유하는 다수의 소위 서브빔 (sub-beam) 으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사전 선택된 한 세트의 의사 랜덤 (pseudorandom) 잡음 또는 의사 잡음

(PN) 코드 시퀀스는, 통신 신호로서 송신용 캐리어 시호로 변조하기에 앞서 소정의 스펙트럼 대역에 대한 정보 신호를 변

조 (즉, "스프레드") 시키는데 이용된다. 공지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송신인 PN 스프레딩은 데이터 신호의 대역폭보다 매우

큰 대역폭을 갖는 송신용 신호를 생성한다. 게이트웨이에서 가입자로의 통신 링크에서, PN 스프레딩 코드 또는 바이너리

시퀀스는 상이한 빔으로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송신된 신호간뿐만 아니라 다중경로 신호간의 식별에 이용된다. 통상적으

로, 이들 코드는 빔 내의 모든 통신 신호에 의해서 공유된다.

전형적인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순방향 링크 (즉, 게이트웨이로부터 가입자 유닛으로의 링크) 에서 위성

빔 내에 송신된 가입자 신호간을 식별하는데 채널화 코드가 이용된다. 즉, 각 가입자 유닛은 고유한 "채널화" 직교 코드를

이용함으로서 순방향 링크에 제공된 자신의 직교 채널 (이하 "트래픽 채널" 이라 함) 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지상 시스템용

64 코드 칩 및 위성 시스템용 128 코드 칩 정도의 전형적인 길이로 채널화 코드를 구현하는데 월쉬 (Walsh) 함수가 이용된

다.

미국 특허 제 4,901,307 호에 개시된 전형적인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은 순방향 링크 가입자 유닛 통신을

위해서 코히어런트한 변조와 복조를 이용한다. 이 접근 방법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에서, "파일럿" 캐리어 신호 (이하 "파일

럿 신호" 라 함) 가 게이트웨이에서 가입자로의 링크에 대해 코히어런트 (coherent) 위상 기준으로서 이용된다. 즉, 일반적

으로 데이터 변조를 포함하지 않은 파일럿 신호는 커버리지 영역 전체에 걸쳐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송신된다. 일반적으로,

단일 파일럿 신호가 각 주파수가 이용되는 각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송신된다. 이들 파일럿 신호는 그 소오스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모든 가입자에 의해서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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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일럿 신호는 데이터 변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본질적으로 캐리어 주파수로 변조된 PN 스프레딩

코드로 이루어진다. 파일럿 신호는 전 통신 시스템에 동일한 PN 스프레딩 코드를 이용하지만, 각 빔에 대해서 상이한 상대

적 시간 오프셋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서로로부터 용이하게 구별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는 한편, 간단하게 획득되고 추

적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각 파일럿 신호는 상이한 PN 코드를 이용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

파일럿 신호는 초기 시스템 동기 (synchronization) 및, 송신된 신호의 시간, 주파수 및 위상 추적을 얻기 위해서 가입자 유

닛에 의해서 이용된다. 파일럿 신호 캐리어를 추적하여 획득된 위상 정보는 다른 시스템 또는 트래픽 신호의 코히어런트

복조를 위한 캐리어 위상 기준으로서 이용된다. 이 기술은 많은 가입자의 신호 캐리어가 위상 기준으로서 공통 파일럿 신

호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우수한 추적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송신을 위해 사용가능한 전력량은 위성의 전력 발전량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 전력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트래픽 신호와 파일럿 신호 사이에서 주의 깊게 할당되어야 한다. 너무 적은 전력이 파일럿

신호에 할당되면, 가입자 유닛은 그들의 수신기와 게이트웨이를 동기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다. 역으로,

너무 많은 파일럿 신호 전력이 송신되면, 트래픽 신호를 위한 가능한 전력량이 감소하여 지원될 수 있는 가입자의 수가 감

소한다. 따라서, 위성에서 가입자 용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 전력량이 정확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파일럿 신호 외에도, 통신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는 다른 공유 자원이 있다. 페이징 신호는 시스템 오버헤드 정보 및 가입

자 유닛 특정 메시지를 가입자 유닛으로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통신 시스템은 여러 페이징 신호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동기 신호가 시간 동기를 용이하게 하는데 유용한 시스템 정보를 송신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이들 신호 모두는 파일럿

신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 자원으로서 동작한다. 또한, 이러한 신호는 위성 또는 전력 제한되거나 전력 제어되는 통신

시스템에서 소비 전력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간섭을 감소시키기고 시스템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들 신호에 나타나

는 에너지의 양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원되는 가입자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파일럿 신호와 같은 공유 자원 신호에 대한 신호

강도를 제어하는 방법 및 장치가 요구된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공유 자원 신호의 신호 강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공유

자원 신호는 페이징 신호 또는 동기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공유 자원 신호는 저궤도 (LEO) 위성을 통

해 순방향 링크에서 송신된 파일럿 신호이다. 순방향 링크는 게이트웨이에서 시작하여 가입자 유닛에서 종료되는 통신 경

로이다. 파일럿 신호는 시간, 주파수 및 위상 동기를 위해 가입자 유닛에 의해서 이용되는 공유 자원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위성 통신 시스템은 공유 자원 신호를 포함하는 통신 신호를 송신하는 게이트웨이,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 (예를 들어, 전화) 에 신호를 중계하는 위성 트랜스폰더, 및 신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

로 이루어진다. 본 방법은, 각 가입자 유닛에서 위성 트랜스폰더를 통해 공유 자원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각 가입자 유닛

에서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에 대한 신호 전력을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신호 강도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단계, 및 측정

된 신호 강도에 기초하여 위성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송신된 공유 자원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발

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은 그의 신호 대 잡음비를 판정함으로서 측정된다.

본 발명의 더욱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신호 대 잡음비는 가입자에 의해서 수신되는 공유 자원 신호에 대해 신호 선속 밀도

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결정된 신호 선속 밀도는 선택된 가입자 유닛에 소정의 선속 밀도 레벨로 방사하도록, 공유 자원

신호 전력을 조절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가입자는 클리어 경로 (clear path) 가입자라 하고, 통

신 신호 품질에 소망 마진을 가입자 유닛에 제공하도록 소정의 선속 밀도 레벨이 선택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하나의 이점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공유 자원 신호의 정확한 폐루프 제어를 가능케 하는

점이다.

본 발명의 다른 특성 및 이점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의 구성 및 동작을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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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일치하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소자를 동일한 참조 번호로 지시하고 있는 도면을 참조할 때 가장 잘 이해

된다. 또한, 참조 번호의 가장 좌측에 있는 숫자는 참조 번호가 처음 나타나는 첨부 도면을 나타낸다.

도 1 은 일반적인 위성 통신 시스템을 나타낸 도면.

도 2 는 가입자 유닛 (106) 에 이용되는 예시적인 송신 및 수신 장치 (200) 의 블록도.

도 3 은 게이트웨이 (102) 에 이용되는 예시적인 송신 및 수신 장치 (300) 의 블록도.

도 4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성 통신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공유 자원 신호의 신호 전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공유 자원 신호는

예를 들면, 페이징 신호 또는 동기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공유 자원 신호는 저궤도 (LEO)

위성을 통해 순방향 링크로 송신된 파일럿 신호이다. 순방향 링크는 게이트웨이에서 시작하여 가입자 유닛에서 종료되는

통신 경로이다. 파일럿 신호는 시간, 주파수 및 위상 동기를 위해 가입자에 의해서 이용되는 공유된 자원을 나타낸다. 페이

징 및 동기 신호와 같은 다른 공유 신호는 희망 통신의 가입자 유닛에게 송신 오버헤드 정보를 전송하고 시간 동기를 제공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특정한 단계, 구성 및 배열을 기술하지만, 이것은 단지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당업자는 다른 단계,

구성 및 배열을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무선 데이터 또는 전화 시스템과 같은, 일반적인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지리적 영역 (셀이라

고도 함) 내의 기지국은 각각 시스템 가입자에 대한 통신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변조기 및 복조기부 또는 스프레드 스펙트

럼 모뎀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각 스프레드 스펙트럼 모뎀은 디지털 스프레드 스펙트럼 송신 변조기, 하나 이상의 디지

털 스프레드 스펙트럼 데이터 수신기 및 하나 이상의 탐색자 수신기를 이용한다. 전형적인 동작 시, 기지국의 모뎀은 통신

신호의 송신에 할당된 가입자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바에 따라 각 가입자 또는 가입자 유닛에 할당된다. 다이버시티

(diversity) 처리를 수행하는데 다수의 수신기가 이용될 수 있다. 위성 트랜스폰더, 수신기, 변조기 및 송신기를 이용한 통

신 시스템에서, 위성 트랜스폰더를 통해 신호를 송신함으로써 가입자와 통신을 하는 게이트웨이라고 칭하는 기지국이 배

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 범위의 트래픽 제어 및 신호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성 또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는

다른 관련된 제어 센터가 있을 수도 있다.

상술한 특허 문서에 개시된 것과 같은 예시적인 스프레드 스펙트럼형 통신 시스템은 직접 시퀀스 의사랜덤 잡음 스프레드

스펙트럼 캐리어에 기초한 파형을 이용한다. 즉, 기본대역 캐리어는, 소망하는 스프레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사 잡

음 (PN) 바이너리 시퀀스 또는 한 쌍의 시퀀스를 이용하여 변조된다. PN 코드는 상이한 빔으로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송신

된 신호들간을 식별하고 다중경로 신호들간을 식별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에서 가입자로의 링크에 송신된 모든 통신 신호

의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이용된다. 이런 PN 시퀀스는 "스프레딩" 코드라 하기도 한다.

각 PN 시퀀스는 스프레드 되는 기본대역 통신 신호보다 매우 높은 주파수로 사전에 선택된 PN 코드 주기로 발생하는 일

련의 "칩" 으로 이루어진다. 위성 시스템의 예시적인 칩 레이트는, 1024 칩의 PN 코드 시퀀스 길이를 갖는 경우 약 1.2288

MHz 이다. 그러나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른 칩 비율 및 코드 길이에도 유용하다. 예를 들면, 일부 지

상 셀룰러 시스템은 215 = 32,678 칩을 갖는 스프레딩 코드를 이용한다. 각 통신 시스템 설계에는 종래 기술에 공지된 요

인에 따라 통신 시스템 내의 스프레딩 코드의 형태 및 분포를 특정한다. 이들 시퀀스의 예시적인 생성 회로가 1993 년 7

월 13 일에 발행되고 "오프셋 조절이 빠른 2 의 멱 길이 의사 잡음 시퀀스 발생기" 인 제목으로 미국 특허 제 5,228,054 호

에 개시되어 있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로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PN 코드 시퀀스 또는 한 쌍의 시퀀스가 통신 시스템의 스프레딩 기능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상이한

빔에 대한 신호는 이웃하는 빔에 대하여 각 빔에 대해 기본 PN 코드 시퀀스의 상이한 시간 오프셋을 제공함으로서 구별된

다. 즉, 주어진 빔의 서비스 영역 내에서 동작하는 가입자 유닛은 단일 PN 스프레딩 코드 시간 오프셋을 공유하고, 다른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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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한 PN 코드의 상이한 오프셋을 이용한다. 주어진 주파수에서 서비스되는 가입자를 위해 각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확립된 기본 신호 타이밍은 동일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빔은 각 빔에 대해 상이한 PN 코드 시퀀스를 제공함으로서 구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가입자에 송신된 정보 신호는 필요에 따라 디지털화되고 희망에 따라 인코드 및 인터리브되어, 기본

디지털 통신 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특정 가입자에게 어드레스된 신호는 그 가입자의 순방향 링크로 할당된 부가적인 별

개의 직교 스프레드 기능에 의해서 변조된다. 즉, 고유한 직교 코드 시퀀스는 셀 또는 빔 내에서 상이한 가입자 신호를 구

별하는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교 시퀀스는 채널화 코드라고도 하고 보통 상술한 최종 PN 스프레딩 코드에 우

선하여 적용된다. 또한, 부여된 캐리어 주파수의 순 방향 링크에서의 이 코딩은 트래픽 신호라는 가입자 신호를 생성한다.

그 후, 결과적인 PN 스프레드 및 직교 인코딩 된 출력 신호는 대역통과 필터링되고 RF 캐리어로 변조된다. 일반적으로, 이

것은 단일 통신 신호로 더해진 시뉴소이드의 쿼드러처 (quadrature) 쌍을 2 상 변조 (bi-phase modulation) 함으로서 성

취된다. 결과 신호는 다른 순방향 링크 신호와 더해지고 게이트웨이에 대해 안테나에 의해 방사되기 전에 증폭되고 필터링

될 수 있다. 필터링, 증폭 및 변조 동작은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송신 장치의 동작에 대한 부가적인 설

명은 "CDMA 셀룰러 전화기에서 신호 파형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1992 년 4 월 7 일에 발행된 미

국 특허 제 5,103,459 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로 포함한다.

직교 채널화 코드의 한 형태는 월시 코드이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이용된다. 월시 코드의 유도는 "CDMA 셀룰러

전화 시스템에서 신호 파형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특허 제 5,103,459 호에 개시되어 있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서 참조로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형 무선 또는 셀룰러 전화 시스템의 각 게이트웨이는 "파일럿" 캐리어 신

호 (이하 "파일럿 신호" 라 함) 를 송신한다. 파일럿 신호는 초기 시스템 동기를 획득하기 위해 가입자 유닛에 의해서 이용

된다. 파일럿 신호는 데이터 변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의해서 이용되는 PN 스프레딩 함수 또는

코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각 게이트웨이는 이용되는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하나의 파일럿 신호를 송신한다. 각 파일

럿 신호는 특정 주파수에서 그 게이트웨이로부터의 트래픽 신호를 수신한 모든 가입자에 의해서 공유된다.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주요한 제약 중 하나는 위성에서 신호 송신에 이용가능한 전력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러한 이유 때문에, 각 트래픽 신호의 신호 강도는 허용가능한 트래픽 신호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손실되는 위성 전력을 최

소화하도록 개별적으로 제어된다. 그러나, 파일럿 신호와 같은 공유 자원 신호의 신호 강도를 제어하는 경우, 자원을 공유

한 모든 사용자를 집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성 리피터 시스템에 대해서, 파일럿 신호는 각 위성 빔 주파수 내에서 송신되고, 통신 링크에 이용되는 위성 빔 또는 위

성에 따라 게이트웨이에서 생성된다. 그러나,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파일럿 신호는 각종 위성, 게이트웨이 또는 기

지국을 이용하여, 빔과 서브빔의 다양한 조합으로 공유된 자원으로서 송신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술은 통신시스템의 특

정 파일럿 송신 스킴 또는 이용되는 공유 자원의 타입에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 내의 각 파일럿 신호는 상이한 코드 시간 오프셋을 을 갖는 동일한 PN 코드를 이용하여 생성된

다. 다른 방법으로, 각 파일럿 신호는 상이한 PN 코드를 이용하여 생성될 수도 있다. 이는 신호를 용이하게 서로 구별될 수

있으며 간단하게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신호는 게이트웨이 식별, 시스템 타이밍, 가입자 페이징 정보 및 각

종 다른 제어 신호와 같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 정보를 송신하는데 이용된다.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송신을 위해 사용가능한 전력량은 위성의 전력 발생 용량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 전력의 사용

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력은 트래픽 신호와 파일럿 신호사이에서 주의 깊게 할당되어야 한다. 너무 작은 전력이 파일럿

신호에 할당되면, 가입자 유닛은 그의 수신기를 게이트웨이와 동기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다. 역으로, 너

무 큰 파일럿 신호 전력이 송신되면, 트랙픽 신호에 대해 이용가능한 전력량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가입자

의 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위성에서 가입자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송신된 파일럿 신호 전력의 양이 정확하게 제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은 개루프 파일럿 (open loop) 신호 전력 제어이다. 이 접근 방법에서, 게이트웨

이는 순방향 링크, 즉, 게이트웨이의 변조기로부터 위성 트랜스폰더를 통해 가입자 유닛으로의 링크에서 경로 이득의 개루

프를 추정을 한다.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송신된 파일럿 신호 전력을 제어하고, 그에 따라 위성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 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추정을 이용한다. 이 접근 방법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이 개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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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위성 트랜스폰더 전자 이득, 위성 트랜스폰더 고전력 증폭기의 이득 압축, 안테나 이득, 및 비로 인한 감쇄와 같은

대기 효과에 기인하는 경로 손실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경로 이득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에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들 이득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에러는 상당히 클 수 있다.

파일럿 신호 전력 제어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부분적인 폐루프 (partial closed loop) 파일럿 신호 전력 제어이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통상 교정된 (calibrated) 가입자 유닛인 측정 장치가 게이트웨이에 함께 위치된다. 교정된 가입자 유닛

은 수신된 파일럿 신호 강도를 측정하고, 이를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세서로 전송한다.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 전력을 제어하는데 이 추정을 이용하고, 그에 따라 위성 트랜스폰더에 의해서 송신된 파일럿 신호

전력을 제어한다. 그러나 이들 측정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로 신뢰성이 없다. 첫 번째로, 게이트웨이를 조명하는 빔이 실

패하면, 게이트웨이는 루프를 폐쇄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게이트웨이를 조명하는 단일 빔에 대해 이루어지는 측정은 빔들

간의 차이 또는 지역 가입자 환경 및 경로 손실 때문에, 다른 빔의 파일럿 신호 레벨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자 이득이 상이한 빔에 대해 상이하거나, 게이트웨이를 조명하는 빔이 중대한 측정 에러를 초래할 수 있는 대기 효과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에서 취해지는 단일 측정은 다른 위치에서의 간섭 레벨의 예측에 소망만큼 양호하지 않

을 수 있다. 폐루프 파일럿 신호 추적에 이용될 신뢰성 있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럿 신호 전력 측정은 위성 커버리

지 영역 전체에 분포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 가입자 유닛은 수신된 파일럿 신호, 또는 다른 공유된 자원 신호에 대한 신호 강도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게이트웨이로 역송신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의 강도는 그의 신

호 대 잡음비를 결정함으로서 측정된다. 가입자 유닛은, 시스템의 파일럿 신호 강도 (또는 품질) 측정을 수행하도록 전용된

전략적으로 위치된 교정된 유닛 또는 전화 및 제어되지 않은 시스템 사용자 모두가 될 수 있다. 그 후, 게이트웨이 제어 프

로세서는 송신하기 위한 파일럿 신호 전력의 적절한 레벨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들 측정을 이용한다.

도 1 은 일반적인 위성 통신 시스템 (100) 을 나타낸 도면이다. 위성 통신 시스템 (100) 은 게이트웨이 (102), 위성 트랜스

폰더 (103) 및 가입자 유닛 (106) 으로 이루어진다. 가입자 유닛 (106) 은 일반적으로 상설 구조물에 장착되는 고정된 가

입자 유닛 (106A),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되는 이동 가입자 유닛 (106B) 및 일반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가입자

유닛 (106C) 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게이트웨이 (102) 는 위성 트랜스폰더 (103) 를 통해 가입자 유닛 (106) 과 통신을

한다.

가입자 유닛 (106) 에 이용하는 예시적인 송수신기 (200) 는 도 2 에 도시되어 있다. 송수신기 (200) 는 아날로그 수신기

(213) 에 전송되는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안테나 (210) 를 이용하고, 아날로그 수신기 (213)에서 신호는

다운 컨버트되고 증폭되고 디지털화된다. 일반적으로, 듀플렉서 소자 (212) 는 동일한 안테나가 전송 및 수신 기능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은 상이한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별개의 안테나를 이용한다.

아날로그 수신기 (213) 에 의해서 출력된 디지털 통신 신호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 (216A) 및 하나 이상의

탐색자 수신기 (218) 로 송신된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것과 같이, 허용 가능한 유닛 복잡도의 레벨에 따라, 부가적인 디지

털 데이터 수신기 (216B-216N) 가 신호 변화의 소망되는 레벨을 획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제어 프로세서 (220) 는 탐색자 수신기 (218) 와 함께 디지털 수신기 (216A-216N) 에 결합된다. 제어 프로세

서 (220) 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기본 신호 처리, 타이밍, 전력 및 핸드오프 제어 또는 코오디네이트를 제공한다. 제어 프로

세서 (220) 에 의해서 실행된 다른 기본 제어 기능은 통신 신호 파형을 처리하는데 이용될 직교 함수 또는 PN 코드 시퀀스

의 선택 또는 처리이다. 제어 프로세서 (220) 신호 처리는 상대적인 신호 강도의 결정 및 각종 관련된 신호 파라미터의 계

산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 신호 강도의 계산은 측정의 속도 또는 능률을 증가시키고 제어 처리 자원의 배치를

향상시키도록 수신 전력 소자 (221) 와 같은 부가 또는 별도 회로의 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 (216A-216N) 에 대한 출력은 가입자 유닛 내의 디지털 기본대역 회로 (222) 에 결합된다. 사용자

디지털 기본대역 회로 (222) 는 가입자 유닛 사용자로, 그리고 가입자 유닛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처

리 소자 및 표시 소자로 이루어진다. 즉, 임시 또는 롱텀 디지털 메모리와 같은 신호 또는 데이터 저장 소자; 스크린, 스피

커, 키패드 단자 및 핸드셋과 같은 입출력 장치; A/D 소자, 보코더, 기타 음성 및 아날로그 신호 처리 소자 등, 모두가 공지

된 소자를 이용하여 가입자 기본대역 회로 부분들을 구성한다. 다이버시티 신호 처리가 이용되는 경우, 사용자 디지털 기

본대역 회로 (222) 는 다이버시티 결합기 및 디코더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소자 중 일부는 제어 프로세서 (220) 의 제어

하에서 또는 제어 프로세서 (220) 와 통신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음성 또는 다른 데이터는 가입자 유닛에서 생성한 통신 신호 또는 출력 메시지로서 준비되고, 사용자 디지털 기본 대역 회

로 (222) 는 송신을 위해 소망되는 데이터를 수신, 저장, 처리 기타 준비하는데 이용된다. 사용자 디지털 기본대역 회로

(222) 는 이 데이터를 제어 프로세서 (220) 의 제어 하에서 동작하는 송신 변조기 (226) 로 공급한다. 송신 변조기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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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은 안테나 (210) 로부터 게이트웨이로의 출력 신호의 최종 송신을 위해서 아날로그 송신 전력 증폭기 (230) 에 출

력 전력 제어를 제공하는 디지털 송신 전력 제어기 (228) 로 송신된다. 수신된 통신 신호 또는 하나 이상의 공유 자원 신호

에 대해 측정된 신호 전력의 정보는 종래에 공지된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로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는

디지털 신호로서 송신되거나 또는 사용자 디지털 기본대역 회로 (222) 에 의해서 준비된 다른 메시지에 첨부될 수 있다. 다

른 방법으로, 정보는 제어프로세서 (220) 의 제어 하에서 송신 변조기 (226) 또는 송신전력 제어기 (228) 에 의해서 소정

제어 비트로서 삽입될 수 있다.

아날로그 수신기 (214) 는 수신된 신호의 전력 또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수신 전력

소자 (221) 는 아날로그 수신기 (213) 의 출력을 샘플링하고 종래에 공지된 프로세싱을 실행함으로서 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가입자 유닛 송신 신호의 전력을 조절하기 위해 송신 전력 증폭기 (230) 또는 송신 전력 제어기 (228) 에

의해서 직접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는 제어 프로세서 (220) 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다.

디지털 수신기 (216A-N) 및 탐색자 수신기 (218) 는 특정 신호를 변조 및 추적하기 위해 신호 상관성 소자로 구성된다. 탐

색자 수신기 (218) 는 파일럿 신호를 탐색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디지털 수신기 (216A-N) 는 검출된 파일럿 신호와 연합

된 다른 신호 (트래픽) 를 복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닛의 출력은 파일럿 신호 또는 다른 공유 자원 신호

의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 감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것은 수신 전력 소자 (221) 또는 제어 프로세서 (220) 를 이용하

여 이루어진다.

게이트웨이 (102) 에 이용되는 예시적인 송신 및 수신기 (300) 를 도 3 에서 도시한다. 도 3 에 나타낸 게이트웨이 (102)

부는 종래에 공지된 각종 설계를 이용하여 다운컨버트되고 증폭되고 디지털화될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 (310) 에

접속된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 수신기 (314) 를 갖는다. 일부 통신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안테나 (310) 가 이용된다. 아날로

그 수신기 (314) 에 의해서 출력된 디지털 신호는 참조번호 (324) 로 점선으로 표시된 하나 이상의 디지털 수신기 모듈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일부 변경된 것이 공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디지털 수신기 모듈 (324) 은 하나의 가입자 유닛 (106) 과 게이트웨이

(102) 사이의 통신을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신호처리 소자에 대응한다. 하나의 아날로그 수신기 (314) 는 다수의 디지털 수

신기 모듈 (324) 에 대해 입력을 제공할 수 있고, 다수의 이런 모듈이 모든 위성빔 및 여하한 주어진 시간에서 취급되는 가

능한 다이버시티 모드 신호를 수용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102) 에서 이용된다. 각 디지털 수신기 모듈 (323) 은 하나 이상

의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 (316) 및 탐색자 수신기 (318) 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탐색자 수신기 (318) 는 파일럿 신호 외의

신호의 적절한 다이버시티 모드를 탐색한다. 통신 시스템에서 구현된 경우, 다수의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 (316A-316N)

는 다이버시티 신호 수신에 이용된다.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 (316) 의 출력은 종래에 공지된 장치를 포함하는 후속 기본대역 처리 소자 (322) 에 제공되고 이하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예시적인 기본 대역 장치는 다중경로 신호를 각 가입자에 대해 하나의 출력에 결합시키기 위

한 다이버시티 결합기 및 디코더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기본대역 장치는 디지털 스위치 또는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출력하

는 인터페이스 회로를 포함한다. 보코더, 데이터 모뎀, 및 디지털 데이터 스위칭 및 저장 소자와 같은 공지된 다양한 소자

이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소자가 기본대역 처리 소자 (322) 부분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들 소자는 하나이상의 송신 모

듈 (334) 에 데이터 신호의 전송을 지시하거나 또는 제어하도록 동작한다.

가입자에 송신될 신호는 하나 이상의 적절한 송신 모듈 (334) 에 각각 결합된다. 일반적인 게이트는 동시에 여러 위성 및

빔에 대해서 동시에 다수의 가입자 유닛 (106) 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수의 송신 모듈 (334) 을 이용한다. 게이트웨이

(102) 에 의해서 이용되는 송신 모듈 (334) 의 수는 시스템 복잡도, 서야 내의 위성의 수, 가입자 수용량, 선택된 다이버시

티 레벨 등을 포함하는 종래에 공지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송신 모듈 (334) 은 송신을 위해 데이터를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하는 송신 변조기 (326) 를 포함한다. 송신 변조기

(326) 는 출력 디지털 신호에 이용되는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디지털 송신 전력 제어기 (328) 에 결합된 출력을 갖는다. 디

지털 송신 전력 제어기 (328) 는 간섭 감소 및 자원 할당을 위해 최소 레벨의 전력을 인가하지만, 송신 경로에서의 감쇄, 또

는 기타 전송 특성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레벨의 전력을 인가한다. PN 생성기 (332) 는 송신 변조기 (326)

에 의해서 신호를 스프레딩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 코드 발생기는 게이트웨이 (102) 에 이용되는 하나 이상의 제어 프로

세서 또는 저장 소자 기능부를 형성할 수 있다.

송신 전력 제어기 (328) 의 출력은 다른 송신 전력 제어 회로로부터의 출력과 가산되는 가산기 (336) 로 송신된다. 이들 출

력은 동일한 주파수에서, 그리고 송신 전력 제어기 (328) 의 출력과 동일한 빔 내에서 다른 가입자 유닛 (106) 으로 송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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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호이다. 가산기 (336) 의 출력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적절한 RF 캐리어 주파수로의 변환, 증폭 및, 가입자 유닛

(106) 으로 방사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안테나 (340) 로의 출력을 위해 아날로그 송신기 (338) 에 제공된다. 안테나 (310

및 340) 는 시스템의 복잡도 및 구성에 따라 동일한 안테나가 될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세서 (320) 는 수신기 모듈 (324), 송신 모듈 (334) 및 기본대역 회로에 결합되고, 이들

유닛은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도 있다. 제어 프로세서 (320) 는 신호 처리, 타이밍 신호 발생, 전력 제어, 핸드오프 제

어, 다양한 결합, 및 시스템 인터페이싱과 같은 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지령 및 제어 신호를 제

공한다. 더욱이, 제어 프로세서 (320) 는 가입자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PN 스프레딩 코드, 직교 코드 시퀀스 및 특정 송신

기 및 수신기를 할당한다.

또한, 제어 프로세서 (320) 는 파일럿, 동기, 및 페이징 채널 신호의 생성 과 전력 및 그들의 송신 전력 제어기 (328) 에의

결합을 제어한다. 파일럿 채널은 단순히 데이터에 의해서 변조되지 않은 신호이며, 송신 변조기 (326) 에 대한 일정치 또는

톤타입 (tone-type) 입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PN 발생기 (332) 로부터 인가된 PN 스프레딩 코드만 효과적으로 송신한다.

제어 프로세서 (320) 는 송신 모듈 (324) 또는 수신 모듈 (334) 과 같은 모듈의 소자에 직접 결합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

로, 각 모듈은 그 모듈의 소자를 제어하는 송신 프로세서 (330) 또는 수신 프로세서 (321) 와 같은 모듈 전용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 프로세서 (320) 는 송신 프로세서 (330) 및 수

신 프로세서 (321) 에 결합된다. 이 방법으로, 단일 제어 프로세서 (320) 가 더 효과적으로 다수의 모듈 및 자원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송신 프로세서 (330) 는 파일럿, 동기, 페이징 신호 및 트래픽 채널 신호의 생성 과 그의 신호 전력 및 그들

각각의 전력 제어기 (328) 에의 결합을 제어한다. 수신기 프로세서 (321) 는 탐색, 복조를 위한 PN 스프레딩, 및 수신된 전

력의 모니터링을 제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수신 전력 소자 (324) 는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 (316) 의 출력 내의 에너지를 감시함으로써 신호 내의

전력을 검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 전력 정보는 경로 감쇄의 큰 변화에 대한 보상을 위해 출력 전력을 조절하도록 송신

전력 제어기 (328) 에 제공된다. 따라서, 이들 소자는 전력 제어 피드백 루프의 일부를 형성한다. 또한, 전력 정보는 희망에

따라 수신기 프로세서 (321) 또는 제어 프로세서 (320) 로 제공될 수 있다. 전력 제어 기능의 일부는 수신 프로세서 (321)

내에 합병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공유 자원 전력 제어에서, 게이트웨이 (102) 는 통신 신호에서 가입자 유닛 (106) 로부터 신호 대 잡음비

또는 수신된 신호 전력의 정보를 수신한다. 이 정보는 수신 프로세서 (321) 에 의해서 데이터 수신기 (316) 의 복조된 출력

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정보는 제어 프로세서 (320) 또는 수신 프로세서 (321) 에 의해 감시된 신

호에서 소정의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출되고, 제어 프로세서 (320) 로 송신될 수 있다. 제어 프로세서 (320) 는 송신

전력 제어기 (328) 를 이용하여 공유 자원 신호에 사용된 전력량을 제어하기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한다 (후술).

도 4 는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위성 통신 시스템 (100) 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를 도 1 및 4 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단계 (40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 (102) 는 파일럿 신호를 송신한

다. 단계 (404)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성 트랜스폰더 (104) 는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고 가입자 유닛 (106) 에 파일럿 신호

를 브로드캐스트 (broadcast) 한다. 단계 (406) 에서, 가입자 유닛 (106) 는 브로드캐스트 파일럿 신호를 수신한다. 그후,

단계 (408)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 가입자 유닛 (106) 은 수신된 파일럿 신호에 대해 신호 대 잡음비를 계산하고, 단계

(410)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위성 트랜스폰더 (104) 를 통해 게이트웨이 (102) 로 이 비를 송신한다.

페이딩, 차폐물 (blockage) 또는 부적절한 동작 때문에, 일부 가입자 유닛 (106) 은 (그의 신호 대 잡음비에 의해서 지시된

바와 같이) 부적절한 신호 품질을 갖는다. 이런 가입자 유닛은 지각된 통신 신호 품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일럿 신

호를 포함하여, 점점 큰 순방향 링크 신호 전력을 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가입자로부터의 더 큰 전

력요구 또는 제약없는 입력을 허용하는 것은 전력 자원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고갈시킬 수 있다. 제한이 없다면, 차

폐되거나 심각하게 감쇄된 순방향 링크 경로를 갖는 가입자 유닛이 소망하는 신호 품질 레벨을 성취하지 못하고 통신 시스

템의 용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즉, 어떤 수신자부에 대해서는, 신호 조건은 단순히 신호 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향상시

킬 수 없다.

이들 가입자 유닛 (106) 에 대한 파일럿 신호 강도를 제어하는 것은 이점이 없기 때문에, 단계 (412)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소정의 스레쉬홀드 이하이면 그의 신호 대 잡음비를 채택하지 않는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이 스레쉬홀드는 시

스템 사용자에 대한 품질 서비스의 주어진 소망 레벨의 제공과 유지될 최대 시스템 용량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에 기초하여

통신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선택된다. 허용되는 품질을 갖는 가입자 유닛 (106) 에 대해서, 단계 (414) 에 도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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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게이트웨이 (102) 는 가입자 유닛의 안테나를 방사하는 파일럿 신호 선속 밀도 (flux density) 를 계산한다. 이 계

산은 수신기 성능, 안테나 패턴 및 경로 손실 (거리) 과 같은 상이한 기지의 특성에 기인한 가입자 유닛의 형태 (고정형, 이

동형 또는 휴대용형) 를 고려한다.

파일럿 신호 강도 제어에 대한 계산에 포함된 불확정성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 계산은 위성 트랜스폰더 (104) 에

대해 클리어 경로를 갖는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에 대해 실행된다. 최대의 안테나에서 방사하는 평균 파일럿 선속 밀도

를 갖는 가입자는 위성 트랜스폰더에 대해 클리어 경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단계 (416) 에서, 게이트웨이

(102) 는 최대 평균 파일럿 신호 선속 밀도에 의해서 방사되는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 (106) 을 선택한다. 당업자에게 명

백한 바와 같이, 선속 밀도 측정치의 평균은 가입자 또는 게이트웨이 중 어느 하나에서 실행될 수 있다. 더욱이, 평균 인터

벌 길이는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설계 선택 사항이다.

최종적으로, 단계 (418)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 (102) 는, 단계 (416) 에서 선택된 가입자 유닛 (106) 으로 소정

의 파일럿 신호 선속 밀도로 방사되도록 파일럿 신호의 전력을 조절한다. 파일럿 신호 레벨은, 한 빔의 모든 가입자가 위성

빔 내에서 유리한 (높은 이득) 위치에 있거나 또는 고품질 신호를 갖는 경우 위성 전력을 보존하거나 또는 위성을 통한 경

로의 변경을 보상하도록 천천히 (초 단위) 조절된다. 경로의 변화는 위성 이동에 기인하는 거리 간격의 변화, 지역 환경

(비, 초목 등) 의 페이딩 특성의 변화, 지역 지형의 변화 및 장애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변화는 열적 로딩, 구동 의존

이득 및 다른 공지된 요인에 기인하는 위성의 송신 특성의 변화도 포함한다. 이 소정의 파일럿 신호 선속 밀도는, 클리어

경로 가입자가 하이-K 리시안 페이딩 (Ricean fading), 스페큘라 반사 (specular reflection), 작은 경로 장애물 및 위성

빔 롤오프 (즉, 빔 에지 근방에서의 고감쇄) 에 기인하는 신호에서의 통상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마진을 갖도록 설

정된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은 가입자의 위치가 알려지면, 빔 롤오프 및 경로 손실차에 대한 보

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중부하 (즉, 시스템이 많은 가입자를 가짐) 로부터 경부하 (즉, 시스템이 소수의 가입자를 가짐) 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하 조건에서 잘 동작한다. 신호 송신을 위해 위성 트랜스폰더 (104) 에서 사용가능한 전력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게

이트웨이는 가입자 수용량과 서비스 품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본 발명은 시스템의 부하가 큰 경우 사용가능한 측

정 수가 많으므로, 가장 정확한 파일럿 신호 전력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역으로, 본 발명은 부하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사

용가능한 측정 수가 작아 정확성이 낮아진다. 다행히도, 게이트웨이가 부가적인 시스템 용량에 대해 서비스의 품질을 트레

이드 오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제어가 바람직한 것은 시스템이 중부하 되는 경우이고, 이는 예를 들면,

파일럿 신호 전력을 감소시키고 가입자 또는 트래픽 신호 전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성취될 수도 있다. 역으로, 시스템이 경

부하된 경우, 게이트웨이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일럿 신호에 마진을 부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산포된

파일럿 신호 측정은 이웃하는 게이트웨이 또는 경쟁하는 시스템에서의 트래픽에 기인하는 간섭이 심한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이들 상황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일럿 신호 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은 이들 중 어느 상태에서도 잘 동작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의 개념은 위성에서의 파일럿 신호의 전력 소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데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입자 유닛의 파일럿 신호 측정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선속 밀도로 변환될 수 있고, 그 후 가입자의 타입,

위성 안테나 패턴 및 가입자 위치가 알려지면 위성에서 소비되는 파일럿 신호 전력의 측정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면, 위

성에서 계산된 가장 큰 RF 파일럿 신호 전력이 그 서브빔에 대한 파일럿 신호 전력 평가이다.

파일럿 신호 전력 추정은 초 단위의 타임 스케일로 취해지는 샘플의 러닝 평균 (running average) 이다. 평가의 정확성은

가입자 유닛의 동작 및 순방향 위성-가입자간 링크의 통계에 의존한다. 이러한 통계는 경로 손실 또는 품질, 장해물의 부

재, 수신기 특성,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방해의 형태 등을 나타낸다. 시스템에서 현재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고정 가입

자 유닛은 이동 또는 휴대용 가입자 유닛이 겪는 많은 신호 변화를 겪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입자 유닛의 존재는 추정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추정의 정확성은 또한 각 가입자 유닛에 의해 수신되는 간섭에 대한 지식에 의존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성으로서, 본 개념은 서브빔에 의해서 위성에서 소비되는 총 RF 전력을 추정하는데 확장될 수 있다.

본 RF 전력은 서브빔을 차지하는 모든 트래픽 신호와 파일럿 신호에 대한 전력 소비 추정을 가산함으로서 추정될 수 있다.

게이트웨이 변조기 또는 전력 제어 소자에서 트래픽 신호 이득에 대한 파일럿 신호 이득의 비는 위성에서 트래픽 신호 전

력에 대한 파일럿 신호 전력의 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트래픽 신호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이 추정될 수 있다.

당업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상술한 프로세서는 상술한 페이징 또는 동기 신호와 같은 다른 공유 자원 신호와 관련하여

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들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는 수신 가입자 유닛에 의해서 측정되고, 결과는 게이트웨

이로 역송신된다. 저품질 신호를 나타내는 가입자로부터 도착된 정보는 과도한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한다. 상술

한 바와 같이, 공유 자원 신호의 선속 밀도가 계산되고, 신호 강도가 조절되어 클리어 경로 가입자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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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설명을 읽은 후, 다른 대안적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구현하는 방법은 당업자에게 명백하다. 본 발명의 각종

실시예를 상기에 서술했지만, 예로서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에 한정되는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발

명의 범위 및 범주는 상술한 예시적인 실시예 중 어느 하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하 청구범위 및 그 균등물에 따라서만

정의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유 자원 신호를 송신하는 게이트웨이, 위성 트랜스폰더 및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을 갖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에 의해 중계되는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강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서, 상기 위성을 통해 상기 공유 자원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서, 상기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에 대한 신호 대 잡음 비를 측정함으로써, 상기 수신된 공유 자원 신

호에 대한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하나 이상의 신호 강도 검출기;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서, 상기 신호 강도 측정치를 상기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송신기; 및

상기 신호 강도 측정치에 기초하여 상기 위성 트랜스폰더에 의해 송신되는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전력

조정기를 구비하고, 상기 전력 조정기는,

상기 신호 대 잡음 비 측정치 중 소정의 스레쉬홀드 크기보다 작은 크기를 갖는 것을 폐기하는, 폐기 수단;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 대해, 상기 신호 대 잡음 비에 기초하여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선속 밀도에 대해 평균 크기를 계산

하는, 계산 수단;

최대 평균 크기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을 선택하는, 선택 수단; 및

소정의 공유 자원 신호 선속 밀도로 상기 하나 이상의 선택된 가입자의 안테나로 방사하기 위해, 상기 위성 트랜스폰더에

의해 중계되는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수단은 최대 평균 크기와 관련된 2 이상의 가입자 유닛을 선택하고;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수단은, 소정의 공유 자원 신호 선속 밀도로 상기 2 이상의 선택된 가입자 유닛의

안테나로 방사하기 위해, 전력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2 이상의 가입자 유닛에 대해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선속 밀도에 대한 평균 크기를 시간 평균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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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원 신호를 송신하는 게이트웨이, 상기 공유 자원 신호를 중계하는 위성 트랜스폰더 및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을

갖는 위성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위성 트랜스폰더에 의해 중계되는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강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서, 상기 위성 트랜스폰더를 통해 상기 공유 자원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서, 상기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의 신호 대 잡음 비를 측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된 공유

자원 신호에 대한 신호 강도를 측정하는 단계로서,

(i) 상기 신호 대 잡음 비 측정치 중에서 소정의 스레쉬홀드 크기보다 작은 크기를 갖는 것을 폐기하는 단계;

(ii) 상기 신호 대 잡음 비에 기초하여 상기 각 가입자 유닛에 대해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선속 밀도에 대한 평균 크기를 계

산하는 단계;

(iii) 최대 평균 크기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가입자 유닛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상기 측정하는 단계;

(c) 상기 게이트웨이로 상기 신호 강도 측정치를 전송하는 단계; 및

(d) 소정의 공유 자원 신호 선속 밀도로 상기 하나 이상의 선택된 가입자 유닛의 안테나로 방사하기 위해, 상기 위성 트랜

스폰더에 의해 송신되는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강도 제어 방

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iii) 에서는, 최대 평균 크기와 관련된 2 이상의 가입자 유닛을 선택하고,

상기 단계 (d) 에서는, 소정의 공유 자원 신호 선속 밀도로 상기 2 이상의 선택된 가입자 유닛의 안테나로 방사하기 위해,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전력을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강도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2 이상의 가입자 유닛에 대해 상기 공유 자원 신호의 선속 밀도에 대한 평균 크기를 시간 평균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호 강도 제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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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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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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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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