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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블록 추정기는  데이터 부호에 해당하는 샘플과  파일럿 부호에 해당하는 샘플을 이용하여  EbIo 를  
산출한다.       경로신호의 코히어런트 최대비 합성에 의해 얻어지는 다이버시티 합성신호는  데이터부
호 하드판정을 위하여  제공된다.     데이터 부호 하드판정은  EbIo 측정에  적용된다.     신호전력 산
출은 재변조를 이용한다.     재변조는  공급된 반송파신호에  기초한다.     반송파신호는  파일럿 부호
를 삽입시켜  유도된다.     간섭전력의 산출은  수신신호와 재변조신호 간의 차를 이용한다.     제 2 
EbIo 추정기는  파일럿 부호에 해당하는 샘플만을 이용하여  EbIo 를  산출한다.     어림오차율 추정은 
파일럿 샘플에 대한 하드판정 및 주어진 파일럿 부호와의 비교를  이용한다.     추정오차율이 소정의 문
턱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제 1 EbIo 추정기에 의해 측정된 EbIo 가  전력제어를 위해 이용된다.     추정
오차율이 문턱치보다 클 경우에는, 제 2 EbIo 추정기에 의해 측정된 EbIo 가 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
용된다.     제 1 Eblo 추정기와 제 2 EbIo 추정기의 선택은 각 슬롯 EbIo 측정을 위한 것이다.     측정
된 EbIo 는 미리 설정된 EbIo 문턱치와 비교되며, 이러한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전력을 상승시키거나 감
소시키라는 명령이 복귀채널을 통하여 이동국으로 송신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송신 개요 (scheme) 의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 는  일반적인  CDMA 수신기/송신기의 블록도.

도 3 은  도 2 에 도시된 폐루프 전력제어 장치의 일 예를 나타낸 블록도.

도 4 는  EbIo 측정 과정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2 : 수신기 필터                 10, 20 : 레이크 (RAKE)

11 내지 13, 21 내지 23 : 레이크 핑거

30 : 다이버시티 (diversity) 합성기 41 내지 46 : 반송파 추정기

50 : 인터리버 (interleaver)        60 : 비터비 디코더

70 : 송신 변조기                   80 :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좀더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코드 분할 다중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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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CDMA)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에 있어서 송신기의 폐루프 전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CDMA 는  디지탈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용량을  향상시키는데  적용되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을  
기반으로 한  변조 및 다중 접속기술이다.     직접 시퀀스 (direct sequence) 를 이용하는  코드분할 다
중접속 (편리성을 위해,  여기서 CDMA 라 함) 은  다수의 시스템 사용자가  존재하는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가지 기술들중의 하나이다.     CDMA 시스템에서,  모든 사용자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 그
들 각자의 정보 시퀀스를  인코딩 및 디코딩하며, 서로 다른 의사 랜덤 패턴 (psedo-random pattern) 을 
서로 중첩시킴으로써 공통 스펙트럼으로 송신된 신호를 서로 식별된다.     이와 같이, 특정 송신기에서 
사용되는 의사랜덤 패턴, 즉 키 (key) 를 인지함으로써, 송신된 정보를 이에 대응하는 수신기에서 재생시
킬 수 있게 된다.

통상,  셀룰러 이동채널은  2가지 별개의 현상,  즉 평균경로 손실  및 페이딩 (fading) 을  특징으로 한
다.     평균 경로손실은  평균이  경로거리의 1/4 에 비례하는 대수정규분포에 의해 통계학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두번째 현상은 레일리 (Rayleigh) 페이딩 특성이다.    레일리 페이딩은 물리적인 환경
에 의해 유발되는데, 여러 방향으로부터 서로 다른 송신지연으로 동시에 도달하는  신호가 복제된다.    
이로 인해, 경로 사이에는 유해한 장해 가능성을  갖는 현저한 위사아가 생겨서, 심각한 페이딩이 유발된
다.      페이딩은  채널에 있어서는 매우 유해한 것으로서, 통신 불량을 악화시킨다.     레일리 페이딩
이  순방향 (셀에서 이동으로) 링크 및 역방향 (이동국에서 셀로) 링크의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일 수 있
으므로, 대수정규 쉐도우잉 (shadowing) 은 일반적으로  상반성을 나타낸다.

CDMA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자원을 분배하여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용자의 전력
을 제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제어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 요건이다.     소정의 시스템 대역에서
의 동시호출수의 관점에서 CDMA 의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이동유닛의 신호가 필요최소한의 신
호대 간섭비 셀사이트 (cell-site) 에 도착되도록 각 이동유닛의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어떠한 CDMA 시스
템에서도, 기지국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용자가 먼 사용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여 원근의 문제를 경
감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제어가 필수적이다.

또한, 페이딩채널의 성질상, 전력에는 변동이 생기지만, 이 변동은 가능하면 보상되어야 한다.      수신
전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 루프와  폐루프를 합한 것을 사용한다.     개방 루프의 목적은,  
수신전력의 변화에 따라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역방향 링크 개방루프에서, 이동국은  셀사이
트로부터의 수신 전력레벨을 측정하고,  모드 이동국의 송신신호를 동일한 전력레벨로 셀사이트에 도달시
키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송신기전력을 제어한다.     개방 루프 제어는, 매우 느린 쉐도우형의 페이딩
에는  대처할 수 있다.

역방향 링크 폐루프 전력 제어에서, 기지국은 상대수신 전력레벨, 구체적으로는 관련된 각 이동국의 EbIo 
(간섭전력 스펙트럼밀도 (Io) 에 대한 신호 에너지의 비) 를 측정하고, 이를 제어가능한 문턱치와  비교
한다.     또한, 전력상승 (power-up) 명령  및  전력하강 (power-down) 명령을  이동국으로  송신하기 
위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전력제어명령은 느린 레일리 페이딩을 추적하는데 충분하게 대략 초당 1000 
회 명령 정도로 이동국에 신호를 보내, 이동국의 송신전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이동국은, 수신
된 제어명령과 개방루프 추정치를 합성하여, 송신방사전력의 최종치를 얻는다.

폐루프의 목적은,  최적의 송신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방루프 추정치를 신속히 보정하는데 있다.      
이 폐루프 보정은, 이득 허용도 및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간의 서로 다른 전파손실에 적합하다.     
상대경로손실의 변동 및 쉐도우잉 (shadowing) 작용은, 일반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제어가능하다.     
느린 레일리 페이딩도 역시 제어가능하지만, 빠른 레일리 페이딩에 관련된 변동을 전력제어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느린 레일리 페이딩으로 인한 전력변동의 영향을 억제하고자 하면, 
인터리빙 (interleaving) 과 코딩 (coding) 과의 조합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저속 (느린 페이딩) 에
서는,  전력 제어가 상호 작용하여 페이딩을 보상한다.     전력제어 및 인터리빙/코딩은 보충 파라미터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이므로, 빠른 레일리 페이딩과 느린 레일리 페이딩의 양쪽 모두에 대해 강력함을 제
공한다.    폐루프 전력제어는  느린 레일리 페이딩을 억제하는데 필수요소이다.    전력제어의 또다른 
이점은 , 각 사용자는 필요한 에너지만을 송신하면 되기 때문에, 휴대형 송신기의  배터리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DMA 시스템에서 BER/FER (비트/프레임 오차율) 성능은, 수신전력변동의 영향을 억제하는데 있어서의 폐
루프 전력제어효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전력을 제어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스템 간섭이 최소
화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 용량이 증대된다.     폐루프 전력제어 목적에 있어서의 EbIo 측정의 정확
성도는 CDMA 셀룰러 시스템 성능에 있어서는 필수적이가 때문에, 수신기가 유해한 페이딩에 대처할 수가 
있어서, 소망의 정확도가 얻어지게 된다.     신호대 간섭비가 작은 경우의 EbIo 측정정확도는 대폭 저하
하여 전력제어에 오차가 발생된다.     따라서, 정확한 전력제어를 위해서는, 정확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EbIo 측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

코히어런트 (coherent) 검출 데이터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알려진 파일럿 부호는 통상적으로 데이터부호
와 함께 송신된다.     수신기측에서는,  이 파일럿부호를 사용하여 채널의 전달함수를 추정하고, 이 추
정된 전달함수에 따라서 데이터부호가 검출된다.     이와 동일한 파일럿부호가 EbIo 측정에도 사용된다.      
파일럿 부호의 송신으로 인해 유발되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송신된 데이터부호에 대한 송
신된 파일럿부호의 비는 통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EbIo 측정에 파일럿신호만을 사용한다면 정확한 Eblo 
측정치를 얻기위한 요건을 항상 충족시킬 수 없다.

수신기가 상응하는 부호 오차영역내 (0.5보다 약간 작음) 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Eblo 측정 과
정에 데이터부호 판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추정의 정확도를 높여 폐루프 전력제어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
다.     중요한 것은, 전력제어 명령을 결정 및 송신할 때의 대기 시간 (폐루프 지연) 이 최소한으로 되
어 채널상태가 이동유닛의 응답 전에 현저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디코딩/디인
터리빙으로 인한 통상의 긴 지연이 신속한 전력제어에 대한 필요성과 부합되지 않아,  디코더의 출력데이
터의 리인코딩 (re-encoding) 을 Eblo 측정에 이용할 수 없었다.     전력제어명령은, 이와 동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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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방향 링크를 이용하여 "보호되지 않는" 정보를 송신한다.      따라서, 높은 오차율을 갖는 디인터
리빙/디코딩 전에, 하드데이터 판정을 Eblo 측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데이터 부호판정을 EbIo 측정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력추정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져, 폐루프 전력제어
성능이 개선된다.   수신된 전력의 변동에 대한 추적도 개선된다.    또한, 수신기 BER 성능이 개선되어, 
수신신호전력의 편차가 저감된다.     그러나, Eblo 치는 작은 수신신호에서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특히 
페이딩이 심한 경우, 잘못된 판정의 비율이 높아져 EbIo 측정에  데이터 판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송
신전력의 제어가 어렵게 되며,  상태에 따라서는 송신신호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릴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Eblo 의 측정시에는 데이터 부호 판정의 사용을 제어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폐루프 전력제어에 대한  신규하면서도  향상된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EbIo 측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은  폐루프 전력제어에  필수적이다.

여기에 제안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전력제어가 이루어져, 그 결과, 수신기의 BEF/FER 성능이 
개선된다.      또한, 수신전력편차, 즉, 전력제어오차가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개선에 의해서 시
스템용량은 증가하게 된다.

본 발명은,  EbIo (간섭전력 스펙트럼 밀도 (Io) 에 대한 비트당 신호에너지의 비) 를 측정하는 수단, 및 
상기 EbIo 측정수단에 의해 측정된 대응ㅇ하는 셀사이트의 Eblo 측정치의, 소정의 Eblo 레벨로부터의 편
차에 대응하는 전력제어명령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이동국에서 셀로) 에 대해서는 코히어런트 검출방식을 이용하고, 이동국은 상기 전력제어명령을 수신하
고 상기 전력제어명령에 대응하여 송신신호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별 셀사이트의 
송신기/수신기에 접속된 폐루프 전력제어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EbIo 측정은  데이터 부호 판정을  포함한다.     데이터 부호 및 파일럿 부호는 전력제어그룹, 즉 슬롯
으로  분할된다.     하나의 슬롯동안의 EbIo 측정결과에 따라서, 전력상승명령 또는 전력하강명령이 이
동국으로 송신된다.      보간된 (interpolated) 파일럿부호를 사용하여 수신경로마다 반송파 신호가 추
정된다.     추정된 반송파는, 레이크 (RAKE) 수신기 아키텍쳐에서의 코히어런트 다이버시티 (diversity) 
합성 및 검출에 이용된다.      또한, Eblo 측정을 위하여, 다이버시티 합성신호가 데이터부호의 하드판
정에 사용된다.     추정된 반송파와 데이터 판정결과에 따라서, 재변조된 신호 (보간 기준(interpolated 
reference)) 가 산출된다.     간섭 전력의 산출은, 수신신호와 재변조된 신호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
루어진다.    신호전력의 추정치 및 간섭전력의 추정치를 얻음으로써,  Eb 및 Io 가 산출된다.

또한, EbIo 는  단지 파일럿 신호만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가능하다.     파일럿샘플과, 이 파일럿샘플을 
기지의 파일럿부호와 비교한 비교결과에 기초하여, 하드데이터 판정에 따라서 슬롯마다의 데이터 판정오
차를 추정한다.     이러한 단기간의 추정 오차율이  문턱치보다 작고 데이터판정이 그 슬롯의 Eblo 측정
에  사용되는  경우,  추정된  오차율이  문턱치보다도  크면,  파일럿  부호만이   EbIo  측정에  사용된다.       
여기에 제안된 Eblo 측정을 위한 데이터판정의 사용유무를 선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전력제어성능이 개
선된다.

수신기가  상당한 부호 오차의 영역에서  동작하고 있을 때,  EbIo 추정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측
정용 데이터 부호 결정을  이용하여  향상될 수 있다.     전력은  각 이동국에서 사용되는데 필요한 
EbIo 값이  오차율 동작특성에 기초하도록  제어된다.     그러나, 낮은 EbIo 수신값에 대해,  갑작스런 
열화 또는 큰 페이딩 동안에,  오결정의 비율이  커지게 되면,  모든 슬롯의 EbIo 측정에 대한 데이터 결
정을  이용하는 것은  송신된 전력을  제어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신호의 전체
적인 방해를  초래한다.    데이터 부호 오차의 수가  특정 슬롯에서  커지는 경우에는,  그 슬롯의 EbIo 
측정을 위해 단지 파일럿 부호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어림 오차율 추정은  파일럿 샘플에 대한 
하드 결정과  주어진 파일럿 부호와의 비교에 기초한다.     그러한 추정된 오차율이  문턱치보다 큰 경
우에는,  단지 파일럿 부호만이   그 슬롯에서의 EbIo 측정에  사용된다.

제안되어진  EbIo 측정에 대한 데이터 결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력 제어 오차율 동작특성이  
향상되며,  모든 슬롯에 대하여 데이터 결정이  사용되는 경우에서 보다  전력 제어가  더욱 용이하다.    
낮은 EbIo 값 또는 고차 다이버시티에 대해  송신된 신호의 방해가  없다.

CDMA 셀룰러 이동 시스템에서,  용량은  송신기 전력이  각각의 송신된 신호가   허용가능한 데이터 복구 
동작특성을   줄수  있는   최소  신호  대  간섭  비에서   도달하도록   제어되면,   최대화될  수  있다.      
만약, 수신된 전력이  너무 높으면,  그 이동국의 동작특성은  받아 들일만 하나,  채널을 공유하는  모
든 다른 이동국에 대한 간섭이  증가되며,  다른 사용자에게  허용불가능한 동작특성을  유발시킬 수 있
다.     더욱이, 페이딩 채널의 성질은, 특히 낮은 레일리 페이딩에 대해,  가능한 만큼 보상되어야 하는  
전력 변화를  유발하며, 여기서  코딩/인터리빙은  덜 효과적이다.     통상, 수신된 전력을  동등화시키
기 위하여,  폐쇄 및 개방 루프 송신기 전력제어의 합성이  이용된다.     폐쇄 및 개방 루프 전력제어는  
낮은 레일리 페이딩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유해한 페이딩을  극복하면서도,  전체 시스템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시스템 간섭을  저감시킨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코히어런트 검출 개요는  전력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차별적인 (차동적인) 코히어런트 또는 넌코히어런
트 개요에 비해  더욱 우수하다.     그러나,  코히어런트 검출에 필요한  반송파 복구는  페이딩 채널의 
시간 의존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디지털 통신에서  코히어런트 검출에 의해 제공된  전력 효율
성은  수신기가  반송파동기화 장치에 의해  보조될 때에만  가능하다.     신속한 페이딩은  디지털 이
동 통신에서의 주된 문제점이다.      실시의 고려 및 강력한 위상 추정 알고리즘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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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코히어런트 검출 또는 다른 비코히어런트 기술이  페이딩 채널에  사용되어 왔다.      만약  
근코히어런트 복변조가  얻어지게 되면,  상당한 동작특성의 향상이  얻어질 수 있다.     코히어런트을 
채용하는 M-PSK 또는 M-QAS 와 같은  선형 변조개요는  매우 선호하는 통신체계로부터 잠재적으로  수용
된다.     비코히어런트 검출을 뛰어넘는  코히어런트 검출의 전력 이점이 유지되거나,  또는 채널 코딩 
또는 공유 채널간섭이 고려될 때에  실제로 향상된다.     채널이  레일리 페이딩에 의해  파괴되어,  채
널 위상을  신속히 변화시키므로,  성공적인  검출을 위해서는,  수신신호로부터의 반송파 신호를  유도
하는  효율적인  반송파 동기화장치가  필수적이다.

송신기는  주어진 부호, 즉 파일럿 부호를  주기적으로  삽입하며,  수신기는  그 파이럿 부호에 대응하
는 샘플을  추출하는데 이용하고,  그들을 보간하여  페이딩 채널 증배 왜곡 (multiplicative 
distortion) 을 추정한다.     이들 파일럿 부호은   EbIo 측정에 대한  폐루프전력 제어 처리에  사용된
다.     이 프레임 구조로된  송신은  도 1 에 도시되어 있다.     송신기는  M 파이럿 부호, N 데이터 
부호를  차례로 송신하고, 그후 새로운 M 파일럿 부호 등이  송신된다.     프레임 (슬롯)당 파일럿 부호
의 수, M 은  통상 1 내지 5 이다.     M 이 1보다 커면,  하나의 슬롯으로부터  파일럿 부호에 대응하는 
샘플은  누적되어  평균되어야 한다.     그 샘플들을  평균화함으로써,  부가적인 노이즈의 효과 또는  
간섭의 효과가 점차  감소된다.     보간에 대한 이러한 평균 샘플의 사용은  파일럿 부호 보간개요의 동
작특성을  향상한다.     보통의 파일럿 부호보간은  반송파 복구를  위한 종래 기술에  잘 알려져 있으
며,  본 발명에서는,  설명을 위하여  이용되지만, 반송파 추정을 위한  다른 디지털 기술도 역시 응용될 
수 있다.      반송파 동기화 장치를 이용하여  다이버시티 수용과  최대 비율의 합성이  용이하게  제공
될 수 있으므로,  이 장치는  채널이득의 최적 추정을  제공한다.     보간된 파일럿 부호로부터  유도된 
반송파 신호는  EbIo 측정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EbIo 는  하나의 슬롯 간격동
안에  측정되며,  전력제어명령이  이동 장치에  송신되어,  송신된 전력을  슬롯당 한번 조정한다.     
일부의 경우에서는,  반송파 추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롯의 중간에  부가적인 파일럿 부호를  삽입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경우에도  본 발명은  적용될 수 있다. 

폐루프 전력제어 및 EbIo  측정을 위하여  제안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도 2 를 참조하여,  
폐루프 제어의 위치와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 는  본 발명의 전력제어의 특징에 대하
여  특정한 기준을 갖는 셀장소에서  하나의 수신기/송신기의 블록도이다.     도 2 의  수신기/송신기는  
하나의 특정 이동국과 함께  통신에  이용된다.     도 2 는  다이버시티 합성, 코히어런트 검출,  디인
터리빙 및 소프트 결정 베테르비 (Viterbi) 디코딩을  채용하는  CDMA 수신기의 일반적인 블록도이다.     
도 2 는  요부에 기초한 대역처리를 나타낸다.     RF  및 IF 주파수에서의 상승/하강 변환,  타이밍 
복구, 뿐만아니라  다른 기능의 처리는  나타내지 않았다.     도 2 에서  다이버시티 수용이  2개의 분
리된 안테나 및 2개의 독립수신 시스템과 함께  채용된다.     번호 1 및 2 는  수신기 필터이다.      
각 수신기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전파 지연으로 도달하는 신호가  따로  수신되어  합성되도록  레이크 
(RAKE) 수신기,  즉 도 2 의 레이크 (10) 및 레이크 (20) 를  이용한다.     각 경로 수신기 (레이크 핑
거 (11-13) 및 (21-23)) 는  디스프레딩 처리를  제공한다.      각 경로에 대하여  반송파 추정기 (41 
내지 46) 는  주어진 파일럿 부호를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로 부터  위상 및 진폭을 유도한다.      각 
반송파 추정기는  파일럿 부호에 의해 제공된 채널 측정을  보간하여  검출 및 EbIo 측정을 위한 반송파 
기준을  얻는다.     다이버시티 수용과  최대 비율 합성은  다이버시티 합성기 (30) 에 의해  주어진다.     
다이버시티 합성기 (30) 는  신호 대 간섭비를 최대화되도록  센스 (sense) 에서  경로신호를  코히어런
트하게  합성한다.      다이버시티 합성기 (30) 의 출력은  디인터리버 (50) 및 폐루프 전력제어 장치 
(80) 에 대한 입력으로  제공된다.     소프트 결정 비테르비 디코더 (60) 는  가장 유사한 정보 시이퀀
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폐루프 전력제어 장치 (80) 는, 특정 이동장치에서 수신된 신호에서 EbIo 를  측정한다.      그 측정된 
EbIo 레벨에  응답하여,  회로는  송신 변조기 (70) 의 입력으로서 제공되는 전력 조정명령을  발생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국 송신기 전력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전력제어명령의 비트가  관련 이동
국에 의해  사용된다.      전력제어명령은  이동국에  소정양 (스텝 사이즈) 대략 1.0dB 만큼  공칭적으
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80) 는,  EbIo 를 측정하기 위하
여  각 경로에 대해 추정된 반송파 신호,  다이버시티 합성기 (30) 으로부터의 출력신호, 및 주어진 파일
럿 부호를  이용한다.      수신된  EbIo 측정값이  셀장소의 프로세서 (미도시됨) 에 의해 제공된 현재 
레벨보다  작으면,  전력 명령비트가  발생되어,  이동국 송신기에서의 증가가 필요하는 것을  지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수신된 측정값이  미리설정된 레벨보다  크면,  이동국 송신기 전력이 감소되도록  
전력제어명령이  발생된다.    송신 변조기 (70) 는  특정 이동국으로의 송신을 위하여  사용자 어드레스
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신호를 확산 스펙트럼 변조한다.     또한, 송신변조기 (70) 는  전력제어명령 
비트를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80) 로부터  수신하고,  이들 비트를  이동국으로 송신하기 위하여  확산 
스펙트럼 변조한다.

M 개 샘플의 하나의 파일럿 간격동안에  수신된 파일럿 부호를 이용한  신호 전력 측정 및 간섭전력 측정
은  누적 및 평균화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페이딩 증배왜곡은  M 개 부호의 파일럿 간격에 걸쳐 일
정하다.     먼저,  수신 샘플을 적당하게 순환시켜  변조가  제거된다.     수신된 샘플의 순환에 대하
여는, 주어진 파일럿 보호가  사용된다.    그 순환에 의해,  누적 및 평균화를 위하여  모든 파일럿 부
호 벡터가  동일 방향으로  정렬된다.     평균은  평균화에 의해  산출된다.     그렇게 산출된 전력 평
균치는  신호전력의 추정치이고,  순환된 수신 신호와  그 산출된 평균치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간섭 전
력측정이  이루어진다.

이하,  파일럿 샘플의 누적 및 평균화를  이용한  EbIo 측정에 대하여  더 설명하기로 한다.

복소치화 베이스밴드 선형 변조 수신신호 (rl, r2, ..... rM) 는,

r1 = c1a1 + n1

r2 = c2 a2 + 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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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 = cM aM + nM 과 같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으며, 여기서,

(c1, c2, ...., cM) 은  반송파 신호, 

(n1, n2, ....., nM) 은  간섭신호 (노이즈 포함),

(a1, a2, ....., aM) 은  파일럿 부호, 

M 은  샘플 (파일럿 부호) 의 수이다.

모든 신호는  동 위상성분과  직각위상 (I/Q) 성분으로  복소치화되어 있다.

적당한 순환후에,

r1_R = c1 + n1 a1
*

r2_R = c2 + n2 a2
*

………………

rM_R = cM + nM aM
*

와 같이 되며,  여기서  * 는 켤레복소수를 a1 a2
*
 = a2a2

*
 = .....= aMaM

* 
= 1, 즉, M-PSK 변조를 가정한

다.     평균화에 의해, 평균치는, 

평균치 = (1/M) (r1_R + r2_R +.....+rM_R) 

와 같이  산출된다.

추정된 신호전력 (S) 은,

S = 평균치 평균치
*
 

이고,  

추정된 간섭전력 (I) 은,

I = (1/M) {(r1_R-평균치) (r1_R-평균치)
*
 + ... + (rM_R-평균치) (rM_R-평균치)

*
} 

이다.

산출된 신호전력 (S) 및 추정된 간섭전력 (I) 을  이용하여, EbIo 를 확실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측정오차는  파일럿 부호의 수가 더 클 때에  더 작다.     그러나, 송신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파일럿 부호의 수는  제한된다.     일정한 반송파에 대하여,  이 가정의 해석만을 위해 사용되는 
비현실적인 조건, 즉, 측정된 신호전력의 장기평균 (S_ave) 은,

S_ave = S_real + (1/M) I_p

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S_real 은  평균 신호전력이고, I_p 는 평균 간섭전력이다.

이와 유사하게, 측정된 간섭전력의 장기 평균 (I_ave) 은, 

I_ave = [(M-1)/M] I_p

으로 표시된다.

측정된 전력의 장기 평균은  실제 전력과  다르다.     이러한 실제 전력과의 편차는  제어된  EbIo 에서  
오차를 유발하여,  EbIo 의 평균치가  EbIo 문턱치와는 다르다.      또한, 측정오차는  송신기 전력 조
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명령의 불량을 유발한다.     측정된 간섭 전력의 정밀도는,  누설 적분을 이용함
으로써 또는 몇개의 슬롯에 걸친 간섭전력을 평균화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평균화/적분은  단지 
측정용 파일럿 보호가  이용될 때와 같이,  추정용 샘플 수가 적은 경우에만  요구된다.     페이딩에 의
해 유발된 수신전력 변화를  추적 및 보상하기 위하여  추정된 신호전력에 대하여  평균화하지 않는다.     
전력측정오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는,  전력측정에 AND 데이터부호를 포함시켜 샘플수를 증가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다이버시티 합성은  페이딩을 경감하는데 선호되는 방법이다.     다이버시티 합성에서  EbIo 측정에 적
용될 수 있는 2가지 방법, 즉 다이버시티 합성된 신호용 EbIo 를 측정하거나,  또는 Eb 및 각 경로를 따
로 측정한 후  추정된 총 EbIo 에 더하여 평균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조건에 대하여  첫번째 방법,  
다이버시티  합성된  신호를  이용하는  측정이   좋으며,   여기서  EbIo  는  낮고  경로수는   동적으로 
변화한다.     합성된 신호와 BER 사이의 관계는  경로 조건에 대해  덜 의존적이다.     이런 제반 이유
로,  다이버시티 합성된 신호를 이용하는 측정이  적용될 것이며,  역시 두번째 방법도  적용될 것이다.

상술한 파일럿 부호의 누적 및 평균화에 기초한  전력측정에 대한 방법은 다이버시티 합성에 대하여 적용
될 수 있다.     다이버시티 합성의 경우에,  먼저 페이딩 왜곡은  각 경로에 대하여  고유최대 비율로 
결함으로써 보상되며, 경로신호는  코히런트하게  합성된다.      그후, 페이딩 증배왜곡은  M 개의 파일
럿 부호에 걸쳐서  일정하며,  합성된 신호의 샘플은   변조를 제거하기 위하여  순환된 후, 전력은 상술
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정된다.     비록  가중으로  간섭신호 전력의 변화를  유도하였지만,  몇개
의 슬롯에 걸친  간섭전력의  평균화/적분도  여전히 가능하다.      간섭신호 전력은  합성된 신호로부
터 유도된 S/I 와  경로 전력의 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게산된 간섭
전력은  가중함으로써  행해지지 않으며,  몇개의 슬롯에 걸쳐서  평균화/적분되어질 수 있다.     간섭
전력 측정의 정확성은  적분/평균화로  향상되며,  전력제어에  다이버시티 합성된 신호를 이용하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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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된다.

두번째 EbIo 측정은  하기와 같이 반송파 신호에 기초한다.     이는 상술한 것과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
는데,

(r1, r2, ...., rM) 은  수신 변조신호,

(p1, p2, ....., pM) 은  보간 파일럿부호로부터 유도된 반송파 신호,

(d1, d2, ....., dM) 은  기지의 파일럿부호이다.

신호전력은  재변조된 신호 (p1d1, p2d2, ..., pMdM) 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간섭전력은  수신된 신호와 재변조신호 간의 차 (i1, i2, ..., iM) 를 이용하여 추정되는데, 여기서

i1 = r1 - p1d1,

i2 = r2 - p2d2,

………………,

iM = rM - pMdM

이다.

간섭전력은  (i1, i2, ..., iM) 의 전력에 의해 추정된다.

반송파 신호 추정이  파일럿 부호 누적 및 선형 보간에  기초할 때,  파일럿 부호의 EbIo 측정에 기초한 
누적은  재변조를 이용한  EbIo 측정과 거의 동일한 동작특성을  갖는다.     EbIo 추정과 반송파 추정을 
위한 누적은  서로 유사하다.

EbIo 측정에서  데이터 부호를  더 포함하기 위하여는,  페이딩 증배왜곡이  측정주기에 걸쳐서 더이상 
일정한 것으로 고려될 수 없어,  반송파 신호가  요구된다.     데이터 보호가  측정에 포함될 때,  EbIo 
측정 방법은  상술한 복변조를 기초로하는  마지막 방법과  유사하다.     신호전력 추정은  보간된 기준 
(재변조된 신호) 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간섭전력 추정은  수신된 신호와  재변조된 신호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K 를 하나의 슬롯에 있는 전체 부호의 수, 즉, K=M+N 이라고 하자.     
K 개의 샘플, M 개의 파일럿 부호에 해당하는 M 개의 샘플 및  N 개의 데이터부호에 해당하는 N 개의 샘
플을 사용함으로써  EbIo 를  추정한다.

상술한 것과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여, (r1, r2, ..., rK) 를 수신변조신호라고 가정하면,  (r1, r2, ..., 
rN) 는 데이터부호에 해당하고, (rN+1, ..., rK) 는 파일럿부호에 대응하며, (p1, p2, ..., pK) 는 파일
럿부호의 보간으로부터 유도된 반송파신호이다.

하드판정 데이터 (d1, d2, ..., dN) 는 (r1, r2, ..., rN) 및 (p1, p2,..., pN) 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파일럿부호 (dN+1, dN+2, ..., dK) 는 기지이지만, 샘플 (rN, rN+1, ..., rK) 을 이용하여 판정하고, 이 
판정을 기지의 파일럿부호 (dN+1, dN+2,... dK) 와 비교하여 어림오차율 추정을 한다.

간섭신호 (i1, i2,...,iK) 는,

i1 = r1 - p1d1

i2 = r2 - p2d2

...

iK = rK - pKdK

로 되며,

재변조된 신호는 (p1d1, p2d2, ..., pNdN, ... , pKdK) 로 된다.

신호전력은 재변조신호의 전력으로부터 추정된다.     간섭전력은, (i1, i2, ..., iK) 의 전력으로부터 
추정된다.

상술한 방법은, 경로가 단일경로인 경우에 있어서이다.      다이버시티 합성을 위한 확장이 뒤따른다.     
유사한 표기를 사용하고  단지 두 개의 경로 (a 와 b) 만을 가정하면,

제 1 경로 (a) 에서는,

(r1a, r2a, ..., rKa) 수신변조신호,

(p1a, p2a, ..., pKa) 간섭파일럿부호로부터 유도된 반송파신호로 되고,

제 2 경로 (b) 에서는,

(r1b, r2b, ..., rKb) 수신변조신호,

(p1b, p2b, ..., pKb) 간섭파일럿부호로부터 유도된 반송파신호로 된다.

다이버시티합성을 하고 최대 비율 합성을 위하여 가중된 후에 수신된 신호 (r1c, r2c, ..., rKc) 는,

r1c = r1a p1a + r1b p1b

r2c = r2a p2a + r2b p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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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c = rKa pKa + rKb pKb

로 된다.

하드판정데이터 (d1, d2, ..., dN) 는  (r1c, r2c, ..., rNc) 를 사용하여 얻어진다.

반송파 추정이 완벽하고 하드판정 오차가 없다면,  간섭신호 (i1, i2, ..., iK) 는 다음과 같다.

i1 = r1c - m1

i2 = r2c - m2

...

iK = rKc - mK

로 된다.

여기서, (r1c, r2c, ..., rKc) 는 앞에서 정의되었듯이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이고, (m1, m2, ..., mK) 는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의 추정 (재변조신호와 가중신호와의 합성) 이다.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의 추정치 
(m1, m2, ..., mK)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m1 = p1a d1 p1a + p1b d1 p1b

m2 = p2a d2 p2a + p2b d2 p2b

...

mK = pKa dK pKa + pKb dK pKb

간섭전력은  (i1, i2, ..., iK) 의 전력에 의하여 추정된다.     신호전력은  (m1, m2, ..., mK) 를 이용
함으로써 추정된다.

신호대 간섭비 (S/I)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S/I = (m1 m1
*
 + m2 m2

*
 + ... + mK mK

*
) / {(r1c - m1)(r1c - m1)

*
 + (r2c - m2)(r2c - m2)

*
 + ... + (rKc 

-mK)(rKc - mK)
*
}

여기서, 분모는 (r1c d1
*
 -  (p1ae p1ae

*
 +  p1be p1be

*
))(r1c d1

*
 -  (p1ae p1ae

*
 +  p1be p1be

*
))  +  ... 

이고,  d1 d1
*
 = d2 d2

*
 = ... = dK dK

*
 = 1 이다.

EbIo 는 S/I 로부터 산출된다.

높은 다이버시티 차수는 확실하게 일반화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EbIo 측정오차에 대한 두가지 무
익한 이유가 있는데, 반송파 복구 진행중의 추정오차와 데이터판정오차에 의해 야기된 추정오차가 그것이
다.     이 방법의 이점은  샘플의 수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전력이 제어되어서 수신장치가 적당한 
부호오차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샘플의 수에 있어서의 증가는  EbIo 측정오차를  상당히 무시하
도록 한다.

도 3 은  EbIo 측정 및 폐루프 (closed loop) 전력제어 발생에 대한 과정을 도시한다.     이 도면은 도 
2 에서의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80)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상기 폐루프 전력제어장치는 
다이버시티 합성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입력다이버시티 합성신호로서  반송파추정기와 파일럿 부호에 의해 
공급되는 반송파신호를  사용한다.     응용된 레이크 (Rake) 수신장치에서 각각의 경로에 대한 반송파신
호는  반송파추정기에 의해  폐루프 전력제어장치에 공급된다.

도  3  에서,  전력제어장치  (80)  는  EbIo  측정블록  (100)  과  전력제어발생장치  (107)  를  구비한다.        
신호 대 간섭비를 최대화한다는 의미에서 경로신호를 코히어런트하게 합성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이버시티
합성신호는,  EbIo  측정을  목적으로  좋지않은  데이터부호결정을  위하여   슬라이스  (101)  에  의해 
사용된다.     합성장치 (102) 는  블록 (103) 에서의 EbIo 측정을 목적으로  그러한 하드검출부호를 주
어진 파일럿 부호와 합성한다.     제 1 EbIo 추정기 (103) 는 데이터부호에 해당하는 샘플과 파일럿 부
호에 해당하는 샘플을 이용하여 EbIo 를 산출한다.     신호전력에 대한 산출은 재변조된 신호를 이용하
여 이루어진다.     간섭전력에 대한 산출은 수신된 신호와 재변조된 신호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루
어진다.

제 2 EbIo 추정기 (104) 는 파일럿 부호에 해당하는 샘플만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EbIo 측정을 위한 
두가지 방법 모두 다 제 2 EbIo 추정기에 응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EbIo 측정은 파일럿샘플의 누적과 
평균을 이용하거나  재변조된 신호를 이용한다.     앞에서 기재된 것처럼  삽입을 위한 이 두가지 방법
의 실행은 거의 동일하므로  재변조된 신호에 근거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두 번
째 방법에 대해서,  제 2 EbIo 추정기에 대한 산출의 중간 결과가  제 2 EbIo 추정기에 대한 산출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두 추정기 사이의 산출을 공유함으로써  산출에 있어서의 감소
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산출에 있어서의 절약은  반송파추정 및 EbIo 측정을 
위한 공동 처리의 경우에 가능하다.     제 2 EbIo 추정기는  Io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정된 
간섭전력을  수개의 슬롯에 대하여  평균하고 누적한다.     이러한 평균에 의해  측정된 간섭전력의 편
차가 감소된다.     Io 측정에 있어서의 장기간평균오차는 측정을 위해 이용하는 샘플의 수에 좌우되고  
앞에 기재된 제 1 및 제 2 EbIo 추정기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측정된 간섭전력을  제 2 EbIo 추정
기로  일정한 요소와 함께  증가시키으로써  간단한 정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간단한 정정과 함께  
상기 두 추정기는 같게 되고  수신된 EbIo 는 양측의 EbIo 추정기에 대하여 동일하도록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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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부호결정이 드문 경우에  제 1 Eblo 추정기 (103) 에 의해 측정된 EbIo 의 정확도는  제 2 Eblo 추
정기 (104) 에 의해 측정된 EbIo 의 정확도 보다 좋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 비율이 큰경우에  블록 
(104) 에 의해 측정된 EbIo 의 정확도가 더 좋다.     어림 오차율추정은  파일럿 샘플에 대한 하드판정 
및  오차율추정기 (105) 에 의해 최종적인 두 개의 파일럿 부호그룹에 대한 주어진 파일럿 부호와의 비교
에  근거한다.     단기간의 추정된 오차율이 오차문턱치 ( 즉, Err-TH) 보다 작다면,  제 1 EbIo 추정기 
(103) 에 의해 추정된 EbIo 가 전력제어를 위해 이용된다.     추정된 오차율이 오차문턱치 보다 큰경우
에는,  제 2 EbIo 추정기에 의해 추정된 EbIo 가 그 슬롯의 전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선택
된 EbIo 는  스위치 (106) 의 출력에 의해  전력제어명령발생기 (107) 에 공급된다.     전력제어명령발
생기 (107) 는  제어처리장치 (도시되지 않음) 에 의해 세팅된 바람직한 EbIo 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문
턱치와  선택된 EbIo 를 비교하고, 이 비교에 근거하여  이동국에 전력을 낮추거나 높이라고 명령하는 전
력제어 비트를 발생한다.     전력제어 비트는 송신변조기에서 데이터와 합성되고  이동국에 보내진다.

도 3 의 제 1 EbIo 추정기 (103) 에 대한 상세한 처리는  도 4 에 도시된다.  이 상세한 처리는 두 개의 
경로다이버시티 합성에 대한 산출이며,  고차 다이버시티에 대한 확장이 계속 진행된다.     입력복소벡
터는  다이버시티합성신호 RC = (r1c, r2c, ..., rKc), 데이터 및 파일럿 부호의 합성벡터 DP = (d1, d2, 
..., dK)  및  반송파추정벡터 PP1 = (p1a, p2a, ..., pKa) 와 PP2 = (p1b, p2b, ..., pKb) 이다.     블
록 (201,202) 은 복소벡터 상에서 켤레화동작을 수행한다.     블록 (203,204,206) 은  복소입력벡터의 
포인트와이즈 곱셈을 수행한다.     블록 (205) 은 두 개의 복소벡터를 더한다.     블록 (207) 은  두 
복소벡터의 포인트와이즈 뺄셈을  수행한다.     수신된 다이버시티합성신호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방
식으로 수행된다.     즉,  제 1 부호벡터 DP 는 반송파와 곱해져서 각 경로에 대한 재변조된 신호를 형
성하고,  그리고나서  재변조된 신호는  각 경로를 가중하기 위하여  복소켤레 반송파에 의해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두 경로신호가 더해진다.     수신된 신호의 추정에 대한 이러한 산출은  수신신호 추정기 
(220) 에 의해 설명된다.     수신신호추정기 (220) 는  블록 (201,202,203,204,205,206) 을 구비한다.     
여기서,  어떤 산출의 순서는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변화된다.     블록 (208) 은  
그러한 추정된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전력을 산출한다.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와 추정된 수신신호 사이
의 차이는  블록 (207) 에 의하여 산출된다.     이 차이를 이용하여  블록 (209) 은 간섭전력을 산출한
다.     산출된 신호전력과 산출된 간섭전력에 근거하여  블록 (210) 은 EbIo 를 산출한다.     도 4 에 
있는 EbIo 에 대한 산출은, 복소벡터를 이용하여 설명되지만  몇 개의 중간벡터는 실수이기 때문에, 계산
량의 감소도 가능하다.

파일럿 부호에 해당하는 단지 M 개의 샘플만이 처리과정에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처리과정
이  제 2 EbIo 추정기 (104) 에 적용된다.     제안된 EbIo 측정은 디지털 실행에 매우 적합한데, 이것은 
제안된 EbIo 측정이 모든 디지털 실현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본발명에서  EbIo 측정에 대한 새롭고 향상된 방법이 제안된다.     EbIo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제
안된 방법으로  정확한 전력제어가 달성되므로,  수신장치 BER/PER 동작특성을 향상시키고  수신된 전력
의 감소 즉, 전력제어 오차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제안된 방법은  데이터부호를 포함함으로써  EbIo 측정에 대한 샘플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수의 샘플에 대하여  EbIo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되므로, 폐루프전력제어 동작특성을 향상시킨다.     
폐루프전력제어장치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반송파동기화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신호반송파추정을 이용한
다.

데이터결정 EbIo 측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결정이 모든 슬롯에서의 측정에 사용되는 경우
보다  전력제어가 더 정확하다.      낮은 EbIo 값이나 고차 다이버시티에 대하여 송신된 신호의 차단은 
없다.      데이터결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력제어루프가 안정하게 된다.  

낮은 수신된 EbIo 값에 대하여, 갑작스런 열화나 큰 페이딩 (fades) 동안에 하나의 슬롯에서 불량 데이터
결정의 수가 커지게 되며  그러한 불량 데이터결정의 사용은 측정을 크게 열화시킨다.

제안된 오차추정은  많은 수의 데이터결정오차를 갖는 슬롯을 검출하고  그 데이터결정은 그러한 슬롯에 
대한 EbIo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의 슬롯에 있는 불량 데이터결정의 수가  
커지는 경우에,  큰 열화가 없이도,  데이터부호의 이점이  보존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시스템 사용자가  코드분할 다중접속 스펙트럼확산 통신신호를  사용하여 서로간에 정보신호를 주
고받는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에 있어서,

EbIo (간섭전력 스펙트럼밀도에 대한 비트당 신호에너지의 비) 를 측정하는 수단,

상기 EbIo 측정수단에 의해 측정된 대응하는 셀사이트의 EbIo 측정치의, 소정의 Eblo 레벨로부터의 편차
에 대응하는 전력제어명령을 발생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셀룰러 이동전화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 (이동국에서 셀로) 에 대하여 코히어런트 검출방식을 이용
하고,

이동국은 상기 전력제어명령을 수신하고 상기 전력제어명령에 응답하여 송신신호전력을 제어하는 것이 가
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별 셀사이트의 송신기/수신기에 접속된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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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EbIo 측정수단은, 

데이터를 하드판정하는 수단,

데이터부호와 파일럿부호 양쪽에 기초하여 EbIo 를 추정하는 제 1 추정수단,

파일럿 부호에만 기초하여 EbIo 를 추정하는 제 2 추정수단,

파일럿 샘플과, 이들 파일럿 샘플을 기지의 파일럿부호와 비교함으로써, 상기 하드판정수단에 의한 하드
판정의 어림오차율을 추정하는 수단, 및

상기 어림오차율 추정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추정수단과 상기 제 2 추정수단중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선
택된 추정수단을 하나의 슬롯기간동안 사용하는, 제어 및 선택을 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반송파의 추정 및 EbIo 측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삽입되는 기지의 부호 및/또는 파일럿부호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3 

(정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하드판정 수단은, 수신기의 다이버시티 합성기로부터 제공되는 입력부에 동작가능하게 접속
되고,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하드판정하며, 신호대 간섭비가 최대화되도록 코히어런
트 합성하고, 상기 하드판정을 상기 EbIo 를 추정하는 수단에 제공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4 

(정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추정수단은,

수신신호를 추정하는 수단,

상기 수신신호 추정수단으로부터 공급된 수신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의 추정신호와 다이버시티 합성신호간
의 차를 산출하여, 간섭신호를 추정하는 수단,

상기 수신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의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신호전력을 산출하는 수단,

상기 간섭신호의 추정신호를 이용하여 간섭 전력을 산출하는 수단, 및

상기 수신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의 추정신호의 상기 신호전력과, 상기 간섭신호의 추정신호의 상기 간섭전
력을 사용하여 Eblo 를 산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며,

데이터 부호에 대응하는 샘플과 파일럿부호에 대응하는 샘플 양쪽이 Eblo 측정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5 

(정정)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신호 추정수단은,

각 경로신호에 있어서, 상기 반송파 신호, 상기 하드판정 데이터 및 파일럿 부호로부터 재변조된 신호 
(보간 기준) 를 형성하는 수단,

각각의 상기 반송파 신호를 사용하여 각각의 상기 재변조된 신호를 가중하고, 각 경로에 그 가중된 신호
의 추정신호를 제공하는 수단, 및

상기 가중된 신호의 추정신호를 합성하고, 수신된 다이버시티 합성신호의 추정신호를 제공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정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추정수단은, 제 2 추정수단의 샘플수보다 더 많은 Eblo 추정용 샘플수에 기초하여 Eblo 를 산

14-9

1019970047961



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1 

(정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추정수단은,

파일럿부호의 누적 및 평균화에 기초한 측정을, 재변조된 신호를 사용한 측정 대신에 적용하되, Eblo 산
출이 상기 재변조된 신호에 기초할 경우에는 상기 제 1 추정수단의 계산을 분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2 

(정정)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추정수단은,

간섭전력의 슬롯간의 누설적분 또는 평균화를 행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며, 측정된 간섭전력의 편차
는 적분 또는 평균화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3 

(정정)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추정수단은, 측정된 상기 간섭전력에 일정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간섭전력의 장기평균 측정오차
를 보상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정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및 선택 수단은, 

그 추정된 오차율을 소정의 오차 문턱치와  비교하고,  단기간의 추정오차율이 상기 오차 문턱치보다 작
을 경우에는 상기 제 1 추정수단에 의해 측정된 Eblo 에 기초하여  슬롯의 전력을 제어하며,  단기간의 
추정오차율이 상기 오차 문턱치보다 클 경우에는 상기 제 2 추정수단에 의해 측정된 Eblo 에 기초하여  
슬롯의 전력을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7 

(정정) 제 1 항에 있어서,

셀사이트 수신기에 접속되어, 상기 Eblo 측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입력을 다른 수신기 장치로부터 제공받
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프 전력제어장치.

청구항 18 

(정정)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제어명령을 발생하는 수단은, 

상기 Eblo 측정수단에 결합되어, 상기 제 1 추정수단 또는 상기 제 2 추정수단으로부터 선택된 Eblo 추정
에 기초하여 전력제어비트를 발생시켜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폐루
프 전력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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