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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통신 시스템은 북미 표준 시스템에서 처럼 코드분할 다중접속을 가지며 송신전력을 제어하여 업 라인 
상에 송신된 전력의 제어오차를 낮춤으로서 한 개의 채널의 다른 것으로의 간섭의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배치된다.     기지국에서,  송수신부 (100) 의 수신부 (106) 가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113) 를 제
공하여 일정한 간격에서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한다.     검출된 캐리
어 신호점의 진폭은 메모리 (115) 로부터 판독된 송신전력 (116) 에 대한 선행 제어값을 사용하여 진폭 
보정회로 (114) 에 의해 보정된다.     예측부 (117) 는 송신전력에 대한 다음의 제어가 보정된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시간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한다.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은 비교회로 
(119) 를 통해 기준신호와 비교된다.     다음에,  송신 전력 제어회로 (121) 는 송신전력에 대한 다음의 
제어가 실행되는 시간에서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값을 발생시키며,  이동장치에 제어값을 송신하며,  메모
리 (115) 에 제어값을 기억시킨다.     이동장치는 제어값에 따라 송신전력을 제어한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 이동국, CDM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 위치된 기지국의 송수신부의 블록도.

도 2 는 실시예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 위치된 이동전화의 송수신부의 블록도.

도 3 은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 포함된 이동전화와 기지국 간의 데이터 교환 및 기지국 회로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한 설명도.

도 4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Q 평면상에서의 진폭 보정 및 예측을 도시한 설명도.

도 5 는 본 발명의 변형예 1 에 포함된 기지국의 수신부를 도시한 블록도.

도 6 은 본 발명의 변형예 2 에 포함된 기지국의 수신부를 도시한 블록도.

도 7 은 본 발명에서 이용한 예측치를 계산하는 방법중 선형 예측법을 예시한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송수신부 101 : 안테나

102 : 듀플렉서 103 : 무선 송신기

104 : 송신부 105 : 무선 수신기

111 : 역확산회로 112 : 디멀티플렉스 회로

113 : 동상가산회로 114 : 진폭보정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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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메모리 117 : 예측회로

119 : 비교회로 121 : 송신전력 제어회로

122 : PL 보간 및 동기검파 회로124 : 판정회로

133 : 멀티플렉서 135 : 확산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송신전력 제어회로를 구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
게는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이 설치된 카폰 또는 휴대폰에 적당한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카폰 또는 휴대폰 시스템용의 셀룰러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알려져 있다.     이
러한 공지된 시스템들은  시분할 다중접속 (TDMA) 을 이용하는 일본 표준 시스템 (PDC : RCR STD 27),  
북미 표준 시스템 (TIA IS54) 및 유럽 표준 시스템과,  코드분할 다중접속 (CDMA) 을 사용하는 또다른 북
미 표준 시스템 (TIA IS95) 을 포함한다.

코드분할 다중접속 (CDMA) 시스템을 사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은,  2개 이상의 이동전화가 1 주파수의 캐리
어에 의해 1개의 기지국에 접속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셀룰러 시스템은 서로 동일한 복수개의 
이동전화로부터의 신호전력을 유지하는 채널 송신 전력 제어기술을 기지국에 제공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하, 이의 근거를 설명한다.     예를들면,  1개의 이동전화로부터 수신된 전력이 다른 이동전화로부터 
수신된 전력의 10 배라고 가정하자.     앞선 이동전화는 다른 이동전화로부터 수신된 전력에, 다른 이동
전화의 10 배정도의 채널 간섭을 미친다.     즉,  앞선 이동전화는 10 대의 일반 이동전화에 대응하는 
채널간섭을 일으킨다.     1대의 이동전화로부터 수신된 전력이 다른 이동전화로 부터 수신된 전력의 10 
배인 경우,  1개의 기지국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이동전화 또는 채널의 수는 기지국에 접속된 모든 이
동전화 각각으로부터 동일한 전력을 수신하는 경우에 비해,  9 배만큼 감소하게 된다.

CDMA  를  이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은,  기지국에  접속된  각  이동전화로부터  동일한  전력을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의 불량은  시스템 용량인 접속될 
채널의 수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코드분할 다중접속을 이용하는 북미 표준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업 링크의 송신전력 제어는, 예를 들면,  
TIA 에서 발행된 자료 TIA/EIA/IS-95-A 의 6 장 및 7 장에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이동전화의 송신
전력은 개방루프 전력제어 또는 폐쇄루프 전력제어에 의해 제어한다.     개방루프 전력제어에서는,  이
동전화가 다운 링크의 수신전력을 측정하고,  그 수신된 전력과 기지국에 의해 송신된 전력 간의 차이에 
의해  전달손실을  추정하며,   그  전달손실에  의해  이동전화  자체에  의해  송신될  전력을  판정한다.      
(TIA 에 의해 간행된 자료 TIA/EIA/IS-95-A 의 6.1.2.3.1 의 "Estimated Open Loop Output Power" 및 이 
문헌의 6.1.2.4.1 의 "Open Loop Estimation")     이러한 개방루프 전력제어에서는,  다운 채널이 업 채
널과는 상이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  다운 송신 손실이 업 송신 손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개방루프 전력제어만으로는 송신전력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가 없다.

폐쇄루프 전력제어에서는,  기지국이 1.25 ms 의 시간 슬롯의 단위로 수신된 전력을 측정하고 그 수신된 
전력의 크기를 기준값에 대해 판정한다.     다운 채널의 다음 슬롯에서,  그 수신된 전력이 기준값보다 
크다고 기지국이 판정하는 경우,  기지국은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될어질 전력을 -1 dB 만큼 변경하라는 
지시를 이동전화에 보낸다.     수신된 전력이 기준값보다 작다고 기지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기지국
은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되어질 전력을 +1 dB 만큼 변경하라는 지시를 이동전화에 보낸다.     기지국으
로부터의 송신전력의 변경에 관한 지시에 따라,  이동전화가 지시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슬롯의 다음 슬
롯에서 송신전력을 변경한다.     (TIA 에 의해 간행된 자료 TIA/EIA/IS-95-A 의 6.1.2.4.2 의 "Closed 
Loop Correction" 및 이 문헌의 7.1.3.1.7 의 "Power Control Subchannel".)

CDMA  를 이용하는 북미 표준 시스템은  가변 레이트 음성 보코더 (음성 인코더) 를 지원하고 있다.     
즉,  통상의 원격통신 채널 (TCH) 에서,  비트 레이트는 9600 bps 이며,  음성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무
성구간) 에서,  이 비트 레이트는  다른 채널에 대해 야기되는 간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2 로부터 
1/8 로 감소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 ms 의 한 프레임이  각 길이가 1.25 ms 인 16 개의 시간 
슬롯으로 분할된다.     이들 시간 슬롯들 중에서,  1/2 내지 1/8 시간 슬롯들은  선택적으로 의사 랜던 
변수를  이용하여  송신되며,   다른  시간  슬롯은  가변  레이트에서  송신을  행하기  위하여,   송신되지 
않는다.     기지국은 현재의 시간 슬롯에서 송신이 행해지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선행 순서에 따라서 
송신전력의 변경을 지시하며,  이동 전화는 실제 송신이 이루어지는 시간 슬롯에 대한 송신전력의 변경에 
대한 지시에 따라서만 송신전력을 변경시킨다.

이상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송신손실의 변동,  즉 페이딩 또는 섀도우가 점차적으로 야기되
는 경우에는,  이동전화로부터 기지국까지 수신된 전력을 ±1 dB 의 범위에서 제어하는데,  개방루프 전
력제어 및 폐쇄루프 전력제어를 이용할 수 있다.

선행 문헌 (TIA 에 의해 발행된 자료 TIA/EIA/IS-95-A 의 6.1.3.1 의 "Reverse CDMA Channel Signals")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업 링크는  64-ary-직교 변조 및 비동기 검파된다.     그후,  그 결과 신호를  
RAKE 조합 및 안테나 다이버시티 합성처리한다.     이러한 합성된 전력을 측정하여 수신 전력을 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CDMA 가 제공된 북미 표준 시스템에서 이용하고 있는 폐쇄 루프 전력제어 시스템에서,  
기지국이 N 번째 슬롯에서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을 측정할 경우,  기지국은 이동전화에 (N+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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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슬롯에서의 송신전력의 변화에 대한 지시를 주고,  이동전화는 (N+3) 번째 슬롯에서 송신전력을 수정
한다.     즉,  제어가 3개의 슬롯 만큼 지연되게 된다.     1 개의 슬롯이 1.25 ㎛ 라고 가정하면,  제
어는 3.75 ㎛ 만큼 지연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러한 유형의 송신전력의 제어에서는,  송신경로의 변화가 3.75 ms,  즉 1/267 Hz 의 제어지연보다 훨씬 
느릴 경우에 유효하다.     변화가 더 빠를 경우에는,  이러한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2 GHz 와 같은 높은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송신경로의 변화가 더욱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제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CDMA 를 이용하는 북미 표준 시스템은,  제어 지연 (3 슬롯 = 3.75 ms) 이 제어주기 (1 슬롯 = 1.25 ms) 
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송신경로가 점차적으로 가변하는 경우에는,  제어주기의 4 (12 슬롯 = 15 
ms) 배 만큼 큰 발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송신전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  그러한 빠른 변화
를 제어가 뒤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력 제어가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가 없는 경우보다 
더 큰 오차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가변 레이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간헐적인 송신이 이루
어질 경우 이러한 단점이 더욱 현저해진다.     엷어지는 슬롯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어간격이 길어
져서 더욱 빠른 송신경로의 변화를 제어가 뒤따를 수 없게 된다.

폐쇄루프 전력제어가 뒤따르기에  페이딩이 너무 빠른 경우에는, 인터리브 및 에러 정정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CDMA 를 이용하는 북미 표준 시스템에서는,  페이딩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일정한 수신 품
질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루프 전력제어,  인터리브 및 에러 정정 코드의 합성을  이용하고 있다.     이
러한 인터리브와 에러 정정 코드의 합성은  해당 채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송신
전력의 제어오차에 의해 야기되는 평균 송신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의 간섭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북미  표준  시스템에서와  같이  CDMA  (코드분할  다중접속)  를 
이용하되, 업 링크상의 송신전력의 제어오차를 감소시켜 다른 채널에 가해지는 해당 채널의 간섭을 저감
토록 구성한,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빠른 페이딩에 대한 송신전력의 제어오차 및 매우 점진적인 페이딩에 대한 발
진현상의 증가를 억제하고,  가변 레이트에 대한 간혈적인 송신에 대하여 송신전력의 제어오차의 증가를 
억제하며,  해당 채널 내지 다른 채널에 의한 간섭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되는 채널
의 수를 증가시키고,  시스템 용량인 수용가능한 사용자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구성한, 송신전력을 제어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스템은 일정한 간격에서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수단,  선행 송신 전력 제어값에 따라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캐리어 신호점
의 진폭을 보정하는 수단,  보정수단에 의해 진폭이 보정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의 제어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는 수단,  예측수단에 의해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의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에 대한 
다음의 제어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송신 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송신
전력의 제어값을 기억하며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을 보정수단에 공급하는 메모리,  및 송신전력의 제어
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갖는 기지국,  및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기지국에 접속되며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 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한다.

이 이동통신 시스템은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신호점을 검출하는 캐리어 신호점 검출
기를 구비하고  선행 전력 제어값에 기초하여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며  
그 보정된 진폭에 기초하여 예측부의 동작에 의해 다음의 전력 제어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는 동작
을 행한다.     그후,  그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의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한다.     그 비교결
과에 따라, 다음 전력제어에서의 전력의 제어값을 생성하여 이동전화로 송신한다.     이 동작에 의해,  
이동전화로부터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모든 전력이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각 이동전화가 송신전력을 제
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일정한 간격에서 삽입된 
파일럿 심벌을 검출하여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도록,  캐리어 신호점 감출수단을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3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M 값 직교 변조된 데이
터 신호점을 검출하여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도록,  캐리어 신호점 검출수단을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M-ary 직교 변조는 송신되어질 정보에 따라서 서로 직교하는 M 개의 코드 시리즈중 1개를 선택하

여  그 선택된 것을 송신하는 시스템이다.     M 이 2
m
 일 경우,  m 비트 정보를 1개의 코드로 송신할 수 

있다.     이는 종래 북미 표준 시스템 (TIA IS95) 에서 채용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 4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최후에 수신된 2개의 캐
리어 신호점들의 진폭 보정값들을 보간하여  예측값을 유도하도록  예측수단을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본 발명의 제 5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최후에 수신된 캐리어 
신호점들의 진폭 보정값들에 대해 최소 자승법의 선형예측을 행하여 예측값을 유도하도록  예측수단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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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 6 태양에 따르면,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최후에 수신된 복수개의 
캐리어 신호점들의 진폭 보정값들에 대해 최소 자승법의 선형예측을 행하여 예측값을 유도하도록  예측수
단을 배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본 발명의 제 5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오차의 제곱
근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으로 근사를 행하지만,  본 발명의 제 6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통상
적으로 직선 근사를 하지 않는 최소 자승법 예측을 행한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스템은 복수개의 무선신호의 경로 각각에 대해 제공되어  일
정한 간격에서 경로의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이루어진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검출수단,  검출수
단에 대응하는 각 경로에 대해 제공되어  선행 송신 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캐리
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는 보정수단,  각 보정수단에 대응하여 제공되어  보정수단에 의해 진폭을 보
정한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다음의 송신전력의 제어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는 
예측수단,  예측수단에 의해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의 전력을 합성하는 수단,  합성수단에 의해 합성된 전
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비교결과에 의하여  다음의 송신전력
의 제어를 수행하는 시점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제어수단에 의해 발생된 송신전력
의 제어값을 기억하고  그 제어값을 선행 송신전력의 제어값으로서 보정수단에 제공하는 메모리,  및 송
신전력의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갖고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갖는 기지국,  및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기지국에 접속되어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되어지는 신호 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한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DS-CDMA) 시스템에서 RAKE 
합성을 수행하는 경우의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에서는,  무선신호가 건
물 및 산과 같은 물체에 의해 반사된다.     즉,  무선신호가 다중 경로를 통해 수신기에 도달하게 된다.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경로 사이의 지연시간 차이는 확산코드의 1 칩 
보다 더 크며,  경로가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각 경로의 수신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RAKE 합성 (이후에 기술됨) 을 행한다.     
이  이동통신  시스템은  각  경로에  놓인  "캐리어  신호점  검출기",   "진폭  보정기"  및  "예측부"  를 
제공한다.      "합성기" 이후에,  RAKE 합성을 행한다.     이들 성분의 단 1 개의 합성만이 필요하다.     
이는 본 발명의 제 1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과 유사하다.

본 발명의 제 8 태양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스템은 무선대역 신호를 수신하여  그 신호를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전파수신수단,  변환 후에 코드분할 및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 신호의 확산코드를 복제
하여 해당 채널의 신호를 추출하는 역확산 수단 (despreading means),  역확산 수단의 출력을 파일럿 심
벌 및 데이터 심벌로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스 수단,  S/N 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디멀티플렉스 수단으로
부터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수신된 인접한 파일럿 심벌의 동상가산을 행하는  동상가산 수단,  선행 송신
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동상가산된 파일럿 심벌의 진폭을 보정하는 수단,  보정수단에 의해 진폭을 보정한 
파일럿 심벌에 의해 다음 송신전력의 제어를 행하는 시점에서  수신되는 파일럿 심벌의 신호점을 예측하
는 수단,  예측수단에 의해 예측된 파일럿 심벌의 수신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비교
수단에 의해 주어진 비교결과에 의하여 다음 송신전력의 제어를 행하는 시점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
생시키는 수단,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기억하며 그 제어값을 선행 송신전력의 제
어값으로서 보정수단에 제공하는 메모리,  및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가지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갖는 기지국,  및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기지국에 접속되어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신호전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의 제 8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본 발명의 제 2 태양에 따른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예이다.

본 발명의 제 9 태양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스템은 무선대역의 신호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복소 기저대
역 신호로 변환하는 전파수신수단,  변환 후에 코드분할 및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 신호의 확산코드를 
복제하여 해당 채널의 신호를 추출하는 역확산 수단,  M 개의 각 직교 코드 (M 은 양의 정수) 와 복소 기
저대역 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직교변조수단,  선택된 값이 최대 전력을 일으키도록 M 개의 상관값 중
에서 1개를 선택하는 수단,  선행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관값의 진폭을 보
정하는 수단,  진폭 보정된 상관값에 의해 다음 송신전력의 제어를 행하는 시점에서 신호점을 예측하는 
수단,  예측된 신호점의 진폭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비교결과에 
의하여 다음 송신전력의 제어를 행하는 시점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발생수단에 의
해 발생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기억하고 그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으로서 제어값을 진폭 보정수단에 제
공하는 메모리,  및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갖고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회로를 구비하는 기
지국,  및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기지국에 접속되어  기지국에 의해 송신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신호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한다.

즉,  본 발명이 제 9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본 발명의 제 3 태양에 따른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9 태양에 따르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규칙적인 간격에서 동상
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캐리어 신호점 검출기를 구비하고,  선행 송신
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검출한 캐리어 신호의 진폭을 보정하고  예측부의 동작에 의해 다음 전력제어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도록 동작한다.     그후,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에서의 전력을 예측된 기준값과 
비교한다.     그 비교결과에 따라,  다음 전력 제어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생성하여 이동전화로 송신한
다.     예측값을 사용하여 송신전력을 수행하므로,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가 더 빠른 페이딩에 대응할 수 
있어,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송신전력에 대한 더 작은 제어오차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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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갖는 다른 채널의 다른 이동전화에 대한 해당 이동전화의 영향을 감소시켜 주파수의 활용효율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9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은  매우 점진적인 페이딩에 대해 송신전력 제어에 의해 
야기되는 발진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송신전력에 대한 선행제어의 영향을 보정하도록 배열된다.     또
한,  이들 이동통신 시스템은 예측을 활용한다.     따라서,  제어간격이 더 크게 되면,  제어가  페이딩
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 레이트에 따른 간헐적인 전송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오차의 증가
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각 경로상에 위치하는 "캐리어 신호점 검출기",  "진폭 
보정기",  및 "예측부" 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RAKE 합성을 행하는 수신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것 및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이하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명백
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 포함되는 기지국의 송수신부를 도시한 것이다.     
이 이동통신 시스템은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동작을 통해 기지국과 각 이동전화 간에 데이터를 통
신하도록 동작한다.

기지국의 송수신부 (100) 는 안테나 (101),  안테나 (101) 에 접속된 듀플렉서 (102),  주로 무선 송신기 
(103) 를 포함하는 송신부 (104),  및 주로 무선 수신기 (105) 를 포함하는 수신부 (106) 를 포함한다.

수신부 (106) 에 포함된 무선 수신기 (105) 는  무선대역에서 수신된 신호를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
하도록  동작한다.     이 복소 기저대역 신호는  역확산회로 (111) 에 인가된다.     역확산회로 (111) 
는  코드분할 및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 신호를 복제하여 해당 채널의 신호를 추출한다.     역확산회로 
(111) 의 출력은 디멀티플렉스 회로 (112) 에 인가된다.     디멀티플렉스 회로 (112) 는 입력신호를 파
일럿 심벌 (PL) 및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동작한다.     파일럿 심벌은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113) 
에 인가된다.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113) 는  파일럿 심벌의 SN 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속 수신한 복수개의 
파일럿 심벌의 동상가산을 행하는 회로이다.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113) 의 출력은  진폭보정
회로 (114) 에 인가된다.     진폭보정회로 (114) 는  메모리 (115) 로부터 판독된 선행 송신전력 제어비
트 (116) 가 입력되며  그 선행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라 파일럿 심벌의 진폭을 보정한다.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이동전화의 송신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비트이다.     예측회로 (117) 는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슬롯에서 파일럿 심벌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재 및 선행 진폭을 I/Q 평면에서 보정하는 
파일럿 심벌의 외삽 또는 선형예측을 행하도록 동작한다.     I/Q 평면에서,  동상성분은 실수축으로 표
시되며 직교성분은 허수축으로 표시된다.

예측회로 (117) 에 의해 예측된 파일럿 심벌의 진폭 및 진폭의 기준값 (118) 은 비교회로 (119) 에 인가
되어 서로 비교된다.     그 비교결과는 송신전력 제어회로 (121)  에 인가되어  송신전력 제어 비트 
(116) 가 발생된다.     이 비트 (116) 는 메모리 (115) 에 저장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스 회로 (112) 에 분리된 데이터는 파일럿 심벌 보간 및 동기검파 회로 (112) 에 인가
된다.     회로 (122) 는  슬롯의 양단에 놓인 동상 가산된 파일럿 심벌을 보간하여 코히어런트 검파에 
대한 기준신호를 구하도록 동작한다.     검파회로 (122) 로부터의 검출 신호는  신호를 판정하는 판정회
로 (124) 에 인가된다.     그후,  판정회로 (124) 로부터 수신 데이터 (125) 가 출력된다.

한편,  송신부 (104) 는 송신 데이터 (133) 및 송신전력 제어비트 (116) 가 입력되는 다중회로 (MUX : 
133) 를 제공한다.     다중회로 (133) 는 이들 3개의 입력을 시분할적으로 다중화한 후  그 결과를 확산
회로 (135) 에 입력하도록 동작한다.     확산회로 (135) 는 확산코드에 의해 스펙트럼 확산을 행한다.     
확산회로 (135) 의 출력은  무선 송신부 (103) 에 인가되어  기저대역 신호를 무선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증폭된다.     그 결과 신호는 듀플렉서 (102) 를 통해 안테나 (101) 에서 송신된다.

비교회로 (119) 는  예측회로 (117) 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전력을 기준전력과 비교하는 동작을 한다.     
코드분할 다중접속을 이용하는 북미 표준 시스템과 같은 종래기술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수신신호 대 
전력 (잡음전력과 간섭전력의 합) 의 비를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한다.     판정회로 (124) 는  데이
터가 신호 극성에 의해 "0" 또는 "1" 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신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디인터리브 및 판정에 의한 에러정정 (다중치 신호를 갖는 에러 정정을 행하는 경판정 (Viterbi) 디
코더) 의 조합도  가능하다.

도 2 는  이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 포함된 이동전화의 송수신부 (200) 를 도시한 것이다.     
송수신부 (200) 는 안테나 (201),  이 안테나 (201) 에 접속된 듀플렉서 (202),  주로 무선송신기 (203) 
를 포함하는 송신부 (204) 및 주로 무선 수신기 (205) 를 포함하는 수신부 (206) 를 포함한다.

수신부 (206) 의 무선 수신기 (205) 는 무선대역에서 수신된 신호를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도록 동
작한다.     복소 기저대역 신호는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이루어진다.     복소 기저대역 신호는  
역확산회로 (211) 에 인가된다.     역확산회로 (211) 는  코드분할 및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 신호를 
역확산시켜 해당 채널의 신호를 추출한다.     역확산회로 (211) 의 출력은  제 1 디멀티플렉스 회로 
(212) 에 인가된다.     제 1 디멀티플렉스 회로 (212) 는  그 입력신호를 파일럿 심벌 (PL) 및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동작한다.     파일럿 심벌은  파일럿 신벌 동상 가산회로 (213) 에 인가된다.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213) 는  연속 수신된 복수개의 파일럿 심벌의 동상가산을 행하여  파일럿 
심벌의 SN 전력비를 향상시키는 회로이다.

한편,  제 1  디멀티플렉스 회로 (212)  에 의해 분리된 데이터는  파일럿 심벌 보간 및 동기검파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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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에 인가된다.     회로 (222) 는 슬롯의 양단에서 동상가산된 파일럿 심벌을 보간하여 동기검출에 
대한 기준신호를 구비하도록 동작한다.     보간 및 동기검파회로 (222) 로부터 검출된 신호는 제 2 멀티
플렉스 회로 (223) 에 인가되어 검출신호가 데이터 부분과 송신전력 제어비트 부분으로 분리된다.     데
이터 부분은  제 1 판정회로 (224) 에 인가되어 판정된다.     그후, 회로 (224) 는 수신 데이터 (225) 
를 출력한다.     송신전력 제어비트는  제 2 판정회로 (226) 에 인가되어  그 비트가 판정된다.     그
후, 회로 (226) 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227) 를 출력한다.

송신부 (204) 는 송신 데이터 (231) 와 파일럿 심벌 (232) 이 입력되는 다중회로 (MUX : 233) 를 포함한
다.     다중회로 (233) 는 이들 2 개의 입력을 시분할적으로 다중화하여  그 결과를 확산회로 (235) 에 
입력하도록 동작한다.     확산 회로 (235) 는  확산코드로 스펙트럼 확산을 행한다.     확산회로 (235) 
의 출력은 가변 증폭기 (236) 에 인가된다.     가변 증폭기 (236) 는 제 2 판정회로 (226) 로부터 출력
된 송신전력 제어비트 (227) 에 따라 송신전력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키도록 동작한다.     여기서,  가변 
증폭기 (236) 는 가변 감쇠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변 증폭기 (236) 의 출력은 무선 송신기 (203) 
에 인가된다.     무선 송신기 (203) 는  기저대역 신호를 무선대역 신호로 변환하며 무선대역 신호를 증
폭하도록 동작한다.     그 증폭된 신호는 듀플렉서 (202) 를 통해 안테나 (201) 로부터 송신된다.

도 3 은  이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 설치된 이동전화와 기지국 사이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전송
되는지 및 기지국에 설치된 회로의 동작 타이밍을 도시한 것이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도 3 
은 두 슬롯에 대한 1개의 송신의 경우,  즉,  최대 비트 레이트의 1/2 에서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경우를 도시한다.     실제로,  이 실시예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최대 비트 전송속도의 1/2 보다 더 낮은 
전송속도에서 연속적인 송신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이는 개략적인 방식으로도 유사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동전화로부터 송신된 각 슬롯의 송신신호 (3011, 3013, …),  기지국에서의 각 슬롯의 수신신호 (3021, 

3023 ,  …) 및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된 각 슬롯의 송신신호 (3032 , 3034 ,  …) 에 있어서,  각 첨자 "1",  

"2",  "3" 등은 슬롯의 번호를 표시한다.     도 3 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슬롯의 신호 
(301 내지303) 는  파일럿 심벌 (PL) 이 각 슬롯의 양단에 배치되고  그 파일럿 심벌 사이에 데이터가 배
치되도록 포멧된다.     이 포맷은  파일럿 심벌 보간 동기 검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 지연을 2 슬롯으로 특정하기 위해,  기지국으로부터의 송신이 이동전화로부터의 송
신으로부터 약 1개의 슬롯 만큼 변동된다.     기지국의 제 1 슬롯의 수신신호 (3021) 는 디멀티플렉스 회

로 (112) 의 동작에 의해 파일럿 심벌 및 데이터로 분리된다.     슬롯의 양단에 놓인 파일럿 심벌은 서
로 동상 가산된다.     이 가산결과는 도 3 의 제 1 슬롯에서 "rO" 및 "r1" 로,  제 3 슬롯의 "r2" 및 
"r3" 으로 표시된다.     다섯 번째 이후의 슬롯에 대하여,  가산결과는 도시하지 않지만 유사하게 표시
된다.

심벌 레이트가 송신경로의 페이딩 주파수 보다 훨씬 빠른 경우,  캐리어 위상 또는 진폭의 변화가 인접하
게 놓이는 심벌 사이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접한 파일럿 심벌의 동상가산을 수
행함으로써, 그 가산신호에 의해  최종 파일럿 심벌의 S/N 전력비가 개선되게 된다.     이들 동상 가산
된 파일럿 신호 "r0, r1, r2, r3 …" 은 I/Q 평면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 상에서 각 파일럿 심벌이 수신
되는 시간에서의 캐리어 진폭 및 위상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생각할 수 있다.

송신전력에 대한 제어가 실행되지 않고 이동전화로부터 송신된 전력이 각 슬롯에서 일정한 경우,  수신된 
파일럿 심벌은 송신경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파일럿 심벌들 간의 간격,  즉,  슬롯 길이가 페이딩 주
파수보다 훨씬 짧다고 가정하면,  파일럿 심벌의 궤적은 완만한 곡선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코드분
할 다중접속 시스템을 갖는 이동전화는 송신전력을 제어하도록 동작한다.     여기서,  수신된 파일럿 심
벌의 궤적은  완만한 곡선으로서 표시할 수 없다.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 제어의 역 효과를 제거하고,  그에 의해 송신경로의 변화만을 표시하기 위
해,  이 실시예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수신된 파일럿 심벌의 진폭을 선행 송신전력의 제어의 이력에 따라 
보정하도록 동작한다.     예를 들면,  도 3 에 도시된 제 3 슬롯에서는,  제 5 슬롯에서의 송신경로의 
변화를,  현재의 슬롯 (이 경우에는 제 3 슬롯) 에서의 파일럿 심벌 "r0'",  "r1'" 과 현재의 슬롯 보다 
2 슬롯만큼 앞서는 슬롯,  즉 제 1 슬롯에서의 파일럿 신호 "r2",  "r3" 을 사용하여 예측한다.

현재의 슬롯,  즉 제 3 슬롯에서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이 제 3 슬롯 보다 2 슬롯 만큼 앞서는 제 
1 슬롯에의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보다 1dB 만큼 더 낮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가정에서,  
제 3 슬롯에서 수신된 파일럿 신호 "r0",  "r1" 를 진폭이 1 dB 만큼 상승된 "r0'",  "r1'" 로 정상적으
로 수정함으로서,  예측을 위해 사용된 모든 슬롯에 대한 송신전력의 제어의 역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진폭이 보정되는 보정 파일럿 신호 "r0'",r1'" 및 파일럿 심벌 "r2",  "r3" 은 제 3 슬롯 보다 2 슬롯 만
큼  나중인  슬롯,   즉,   제  5  슬롯에서  I/Q  평면상에서  파일럿  심벌  도트의  외삽  및  선형  예측에 
사용한다.     예측된 전력값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차이가 최소로 감소되도록  송신 전력 제어 비트 
(116 : 도 1 참조) 를 발생한다.     이 송신전력 제어비트 (116) 를 제 3 슬롯의 다음 슬롯,  즉 제 4 
슬롯에서 기지국으로부터 이동전화까지 송신한다.     이동전화는, 수신된 송신전력 제어비트에 의해 주
어진 표시에 따라, 제 4 슬롯의 다음 슬롯,  즉 제 5 슬롯의 송신전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도록 동작한
다.

도 4 는 이 실시예에서 실행되는 I/Q 평면 상의 진폭 보정 및 예측을 도시하는 설명도이다.     도 4 에
서,  가로축은 동상성분으로서 I 성분을 표시하며 세로축은 직교성분으로서 Q 성분을 표시한다.     길고 
짧은 점선이 번갈아 가며 표시되는 원 (401) 은 송신전력의 제어에 대한 기준값을 나타낸다.     제 1 슬
롯에서의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 심벌) 은 "r1",  "r2" 로 표시된다.     제 3 슬롯에서의 파일럿 심벌
은 "r3",  "r4" 로 표시된다.     송신전력은 제 1 과 제 3 슬롯 사이에서 제어한다.     이 제어에 
의해,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을  변경시킨다.     따라서,  파일럿 신호 "r2",  "r3" 의 진폭은 불
연속적이다.

도 4 에서,  파일럿 심벌 "r1'" 및 "r2'" 는 진폭이 보정되며 제 1 슬롯에서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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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제 3 슬롯에서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과 동일한 파일럿 심벌 "r1" 및 "r2" 이라고 가정한다.     
진폭을 보정함으로써,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 제어의 역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벌
의 궤적은 도 4 의 연속적인 화살표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완만한 곡선으로 그려진다.     "r5#"  및 
"r6#" 은 파일럿 심벌 "r1'",  "r2'",  "r3" 및 "r4" 를 이용하여 예측되는 제 5 슬롯에서의 파일럿 심벌
이다.     이들 파일럿 심벌 "r5#" 및 "r6#" 은 원 (401) 에 의해 표시되는 기준값으로부터 크게 변이된
다.     따라서,  제 5 슬롯에서의 이동전화의 송신전력이 더 낮아지도록  제어를 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에 의해, 제 5 슬롯에서 실제로 수신된 파일럿 심벌 "r5" 및 "r6" 을 원 (401) 상에 X자로 표
시된 기준값에 근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종래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동작에 의한 송신전력의 제어는,  제 3 슬롯의 수신레벨만을 측정하여 
그 측정값을 크기의 기준값과 비교하고,  그 비교결과에 따라 이동전화에 의해 송신된 전력을 
수정하도록, 실행하였다.     이러한 종래방법을 도 4에서 도시된 경우에 적용하면,  파일럿 심벌 "r3" 
및 "r4" 는 원 (401) 상의 점과 거의 일치하므로, 제 3 레벨에서의 수신레벨도 기준전압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제 5 슬롯에서의 송신전력을 변경하지 않는 지시가 발해지게 된다.     그 결과,  제 
5 슬롯에서 수신된 전력은 기준값으로부터 크게 변이된 파일럿 심벌 "r5#" 및 "r6#" 으로 표시되는 값이 
되게 된다.     따라서,  제 5 슬롯에서 실제로 수신된 전력이 다른 채널과 크게 간섭하게 된다.

그러나,  진폭을 보정한 파일럿 심벌을 이용함으로써,  다음 슬롯에서의 파일럿 심벌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실시예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다음의 방법 (1) 을 채용하
지만, 이 대신에 방법 (2) 및 (3)을 채용할 수도 있다.

(1) 한 개의 슬롯의 양단에 위치된 파일럿 심벌을 사용한 선형 외삽에 의한 예측방법.

(2) 진폭을 보정한 최후에 수신된 N 파일럿 심벌의 최소 자승법의 오차의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의 외
삽에 의한 예측방법.

(3) 진폭을 보정한 최후에 수신된 N 파일럿 심벌을 이용한 선형 예측에 의한 예측방법.      이 방법은  
이전의 숏-타임 파일럿 심벌의 최소 자승법의 오차를 채용한다.

이하,  이들 방법을 설명한다.     

설명의 간략화를 위해,  동상 가산 파일럿 심벌을 일정한 간격에서 구한다고 가정한다.     n 번째 파일
럿 심벌은 "r(n)" 이며 예측값은 "r(n)#" 이다.     "r(n)" 및 "r(n)#" 은 복소수이다.     여기서, 이들 
성분을 각각 나타내기 위해,  동상성분에 첨자 I 를 부가하고,  직교성분에 첨자 Q 를 부가한다.     즉,  
이들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n) = rI(n) + j ×rQ(n)

r(n)# = rI(n)# + j ×rQ(n)#

이 실시예에서 채용된 (1) 에서 지시된 바와 같이,  1개의 슬롯의 양단에 배치된 파일럿 심벌을 이용하여 
선형 외삽을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다.

r(n)# = 2 ×r(n - 1) - r(n - 2)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7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전의 2개의 파일럿 심볼에서 r(n-1) 및 r(n-2) 
에 대하여 계산된 예측치 r(n)# 과,  r(n-1) 및 r(n) 에 대해 계산된 예측치 r(n+1)# 의 관계 그래프 (실
수부만 을 나타냄) 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r(n-2) 의 값과 r(n-1) 값을 잇는 선을 연장했을 때 시
간 n에서의 값을 예측치 r(n)# 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폭을 보정한 최후에 수신된 N 개의 파일럿 심벌의 최소 자승법의 오차 직선을 구하고, (2) 
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직선을 외삽하는 예측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최소 자승법 오차의 
직선은  다음의 값, 즉, 

∑i=1~N {rI (n - i) - (aI ×i + bI)}
2

∑i=1~N {rQ (n - i) - (aQ ×i + bQ)}
2

을 최소값으로 환산하여 aI,  bI,  aQ,  bQ 를 유도하여 구한다.     즉,  동상성분 (I 성분) 및 직교성분 

(Q 성분) 에 대해,  세로축은 시간이며 가로축은 동상 및 직교성분이다.     이 평면에서,  최소 자승법
의 선형근사를 행한다.     결과로 나오는 직선은 -aI (또는 -aQ) 의 기울기 및 시점 n 에서의 bI (또는 

bQ) 값을 갖는다.

예측값은 다음과 같이, 

rI(n)# = bI = 6/N(1-N)×∑i=1~N {rI (n-i) ×(i - (2N+1)/3}

rQ(n)# = bQ = 6/N(1-N)×∑i=1~N {rQ (n-i) ×(i - (2N+1)/3}

으로 표현될 수 있다.

N 이 "2" 일 경우,  이것은 이 실시예에서 채용된 (1) 로 지시된 외삽방법과 일치한다.

이하, 상기 방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r(n-N) ~ r(n-1) 의 제곱오차의 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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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N {rI (n - i) - (aI ×i + bI)}
2

∑i=1~N {rQ (n - i) - (aQ ×i + bQ)}
2

를  최초로하는 직선의 기울기 (복소수)  a  = a I  +  j  × a Q  과,  i=0  인  경우의 값  b  = bI +J ×b Q  를 

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i=1~N {rI (n - i) - (aI ×i + bI)}
2

∑i=1~N {rQ (n - i) - (aQ ×i + bQ)}
2

의 식을 미분하여, 그 미분한 식을 0으로 놓고,  2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하여 해를 구합니다.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치 r(n)# 은 i=0 일때의 직선이 취하는 값, 즉 b와 같습니다.

즉, a 로 미분한 식을 0 으로 놓으면,  

   이 되며, 

b 로 미분한 식을 0 으로 놓으면, 

이들 식들을 정리하면, 

이 되며, 여기서, 

인 관계를 이용하여, 상기 연립방정식에서 a 를 소거하면, 

이 되며, 

이를 상기 연립방정식에 대입하여 a 를 소거함으로써, 

rI(n)# = bI = 6/N(1-N)×∑i=1~N {rI (n-i) ×(i - (2N+1)/3}

rQ(n)# = bQ = 6/N(1-N)×∑i=1~N {rQ (n-i) ×(i - (2N+1)/3}

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진폭을  보정한  최종  수신된  N  개의  파일럿  심벌을  사용하는  선형  예측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방법은 식,

r(n)# = - ∑i=1~N {ai ×r(n - i)}

으로 r(N)# 을 구하는데, 

"a1,  a2,  …,  aN" 즉, 『ai} 는 선형 예측 계수로서,  최소 자승법 오차의 예측값을 환산하는데 제공
된다.     이 예측값은 다음과 같이 

E[| r(n)-r(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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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0~n {ai×r(n-i)}|]

= ∑i=0~N ∑j=0~N ai
*
 ×aj ×E[r(n-i)

*
 ×r(n-j)]

으로 표현되며, 

"a0" 는 1 이며,  X
*
 는 X 의 복소공역을 나타낸다.

상기 선형 예측 계수는  다음의 N 차 연립방정식 (정규방정식),  

∑i=0~N 『ai ×E[r(n-j)
*
 ×r(n-i)]』 = 0    ; j=1-N

을 풀어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단 시간의 송신경로를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단 시간 평균값을  다음의 기대값 대신
에 이용할 수도 있다.

E[r(n-j)
*
 ×r(n-i)]

제 1 변형예

도 5 는 본 발명의 제 1 변형예에 제공된 기지국의 수신부를 도시한 것이다.     기지국의 송신부 및 이
동전화의 구성은 도 1 및 도 2 에 도시된 선행 실시예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구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은  송신경로의 다중경로 특성을 이용하여 다중경로 
다이버시티를 행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수신부 (501) 는 다중 경로 다이버시티를 행하기 위한  수
신기 (소위 RAKE 수신기) 를 구현한다.

수신부 (501) 는 무선대역의 수신신호 (502) 를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이루어진 복소 기저대역 신호
로 변환하는 무선 수신기 (503) 를 포함한다.     복소 기저대역 신호는 역확산회로 (505) 에 인가된다.     
역확산회로 (505) 는 코드분할 및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 신호를 역확산하여  해당 채널의 신호를 추출 
하도록 동작한다.     역확산회로 (505) 의 출력은 디멀티플렉스 회로 (506) 에 인가된다.     디멀티플
렉스 회로 (506) 는 입력신호를 파일럿 심벌 (PL) 부분 및 데이터부분으로 분리하도록 동작한다.     파
일럿 심벌은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 회로 (507) 에 입력된다.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507) 는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그 파일럿 심벌을 동상가산하여 파일럿 심벌의 
S/N 전력비를 증가시키도록 동작한다.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507) 의 출력은 진폭 보정회로 
(508) 에 인가된다.     진폭 보정회로 (508) 는 메모리 (509) 로부터 얻어진 선행 송신 전력 제어비트 
(TPC 비트 : 511) 를 입력받아  선행 송신전력의 제어값에 따른 파일럿 심벌의 진폭을 보정하도록 동작한
다.     예측회로 (512) 는 현재 및 선행 진폭이 보정되는 파일럿 심벌을 I/Q 평면 상에서 외삽 또는 선
형 예측하여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슬롯에서 파일럿 심벌을 예측한다.

예측회로 (512) 의 출력은 제 1 조합회로 (513) 에 인가된다.     제 1 조합회로 (513) 는 복수개의 RAKE 
핑거 (514) 에 의해 예측되는 파일럿 심벌의 전력들의 합을 계산하도록 동작하며,  RAKE 핑거 (514) 는 
상기한 역확산회로 (505),  디멀티플렉스 회로 (506),  파일럿 심벌 동상 가산회로 (507) 및 예측회로 
(512)  및 이하에 설명할 파일럿 심벌 보간 및 동기 검파회로 (521)  를 포함한다.     제 1 조합회로 
(513) 의 출력은  비교회로 (515) 에 인가된다.     비교회로 (515) 는 합을 기준값 (516) 과 비교하도록 
동작한다.     비교결과는  송신전력 제어회로 (517) 로 전송되어  송신전력 제어비트 (518) 가  발생된
다.     이 비트 (518) 는 이동전화의 송신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비트이다.     비트 (518) 
는 메모리 (509) 에 기억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스 회로 (506) 에 의해 분리된 데이터는 파일럿 심벌 보간 동기 검파회로 (521) 에 입
력된다.     이 회로 (521) 는 슬롯의 양단에 위치된 파일럿 심벌의 동상가산을 행하여 구한 파일럿 심벌
을 보간하고 그 보간 결과를 동기검파를 위한 기준신호로서 공급하도록 동작한다.     검파회로 (421) 로
부터 출력된 검출신호는 제 2 조합회로 (522) 에 인가된다.     제 2 조합회로 (522) 는 모든 RAKE 핑거
로부터 검출된 신호의 다이버시티 조합을 수행한다.     조합된 신호는 조합된 검출신호를 검출하기 위하
여, 제 2 조합회로 (522) 로부터 판정회로 (523) 에 제공된다.     그후, 회로 (523) 는 수신 데이터 
(525) 를 출력하도록 동작한다.

본 발명을 제 1 변형예에 제공된 RAKE 수신기에 적용할 경우,  각 RAKE 핑거는 상술한 바과 동일한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제 2 변형예

도 6 은 본 발명의 제 2 변형예에 제공된 기지국의 수신부를 도시한 것이다.     선행 실시예 및 제 1 변
형예에 관한 설명은  각 슬롯의 양단에 있는 파일럿 심벌 (PL) 을 이루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관한 
것었다.     본 발명의 제 2 변형예는 상술한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을 갖는 북미 표준 시스템 (TIA 
IS95) 에 본 발명을 응용한 것이다.     이 북미 표준 시스템에서 이동전화로부터 기지국으로의 업 링크

상에서는 신호가 64 또는 2
6
 왈시코드를 사용하여 64 ary 직교변조되며,  PN (의사잡음) 코드를 사용하여 

확산된다.     이 북미 표준 시스템은 각 슬롯 상에서 가산되는 파일럿 심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파일럿 심벌에 따른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1개의 
심벌로서 6 비트를 갖는 64 ary  직교변조가   한 심벌에 대한 S/N 전력비를 증가시키도록 제공된다.     
이는 데이터 심벌에 기초하여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 발명의 제 2 변형예에 
대한 설명은  신호길이가 64 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신호길이는 이 값으로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는
다.     일반적으로, 더 큰 값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도 6 에 도시된 기지국의 수신부 (601) 는 무선대역의 수신신호 (602) 를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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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무선 수신기 (603) 를  구비한다.     복소 기저대역 신호는 역확
산회로 (605) 에 인가된다.     역확산회로 (605) 는 코드분할 및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 신호를 역확산
하여  해당  채널의  신호를  추출하도록  동작한다.      역확산회로  (605)  의  출력은  고속  하다마드 
(hadamard) 변환회로 (606) 에 인가된다.     이 회로 (606) 는 64 왈시코드에 의해 상관값 (64 신호) 를 
유도하도록 동작한다.     그후,  선택회로 (607) 가  최대 전력을 갖는 1개의 신호를 선택하도록 동작한
다.

또한,  진폭보정회로 (608) 는  송신전력 제어비트 (611) 에 따라 선택회로 (607) 에 의해 선택된 상관값
의 진폭을 보정하도록  동작한다.     이 비트 (611) 는 메모리 (609) 로부터 판독된 선행 송신전력 제어
값을 나타낸다.     진폭 보정회로 (608) 의 출력은 예측회로 (612) 에 입력된다.     예측회로 (612) 는  
현재 및 선행 진폭이 I/Q 평면,  구체적으로 실수축 상의 동상성분 및 허수축상의 직교성분에서 보정한 
상관값 신호를 외삽 또는 선형 예측하여,  송신전력이 제어되는 슬롯에서의 신호점을 예측한다.     이 
예측신호점의 진폭은  비교회로 (613) 에 인가되어  그 진폭을 기준값 (614) 과 비교된다.     송신전력 
제어회로 (615) 는  그 비교결과에 따른 이동전화의 송신전력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송신 전력 제
어비트 (616) 를 발생시킨다.     이 비트 (616) 는 메모리 (609) 에 기억 된다.     비트 (611) 는 이동
전화로 비트를 송신하는 송신부 (미도시) 에 제공될 뿐만 아니라 진폭보정회로에서 사용된다.

한편,  고속 하다마드 변환회로 (606) 는 또한 2 승회로 (618) 에 입력된다.     2 승회로 (618) 는  입
력 (64) 상관값 각각에 대한 전력을 계산한다.     최대값 검출회로 (619) 는  계산된 전력 들중에서 최
대 전력을 검출하고 그 최대 전력의 상관값의 색인을 제공한다.     최대값 및 색인은  판정회로 (621) 
에 입력되어 판정된다.     회로 (621) 는  수신 데이터 (622) 를 출력한다.     이 판정회로 (621) 는  
디 인터리브회로 및 경판정 비터비디코더를 포함한다.     이 상관값의 색인은  선택회로 (607) 에 제공
되어  선택용으로 사용된다.

제 2 변형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동상 가산 파일럿 심벌 대신에, 최대 진폭에 대한 상관값을 사용
한다는 점에서 상이하지만,  상기 실시예 및 제 1 변형예와는  진폭 보정 및 예측에 있어 동일하다.     
제 1 변형예와 유사하게,  이 이동통신 시스템은 RAKE 수신기에 응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많은 다양하며 상이한 실시예를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서 정의되는 것을 제외하는,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한 특정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9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일정한 간격에서 동
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캐리어 신호 검출수단을 준비하며 송신전력
의 선행 제어값에 의해 검출된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고 예측부의 효과를 통해 다음 전력제어에
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도록 동작한다.     다음에,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에서의 전력이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된다.     비교결과에 따라,  송신전력의 제어값이 다음 전력 제어에서 발생되며 이동전화
로 송신된다.     송신전력은 예측값을 사용하여 실행되어 송신전력의 제어가 더 빠른 페이딩을 뒤따를 
수 있으며 그에 의해 송신전력의 제어오차가 감소한다.     송신전력에 대한 더 작은 제어오차는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다른 채널의 다른 이동전화까지의 주된 이동전화의 영향을 감소시켜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제 1 내지 제 9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송신전력에 대한 선행 제어의 영향을 보정하도
록  배치되어  매우  점진적인  페이딩에  대하여  송신전력  제어에  의해  발생되는  발진현상을  억제한다.      
또한,  이들 이동통신 시스템은 예측을 이용한다.     제어간격이 더 길 경우,  제어는 페이딩을 뒤따를 
수 있다.     이것은 가변 속도에 따른 간헐적인 송신에 대하여 송신전력의 제어오차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 발명의 제 7 태양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은 각 경로에 놓인 "캐리어 신호점 검출
기",  "진폭 보정기" 및 "예측부"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본 발명은 RAKE 조합이 실행되는 수신기에 
적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지국, 및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일정한 주기에서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수단,

선행  송신  전력  제어값에  따라  상기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상기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는 
수단,

상기 보정수단에 의해 진폭이 보정되는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송신 전력의 다음의 제어가 실행
되는 시간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는 수단,

상기 예측수단에 의해 예측된 상기 캐리어 신호점의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상기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상기 비교결과에 따라 송신전력의 상기 다음제어가 실행되는 상기 시점에서 
상기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상기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기억하며 송신전력의 상기 선행 제어값을 상기 
보정수단에 공급하는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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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복수개의 이동장치는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상기 기지국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장치가 상기 기지
국으로부터 송신된 송진전력의 상기 제어값에 따라 상기 기지국에 의해 수신되는 신호 전력을 서로 동일
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검출수단은  일정한 주기에서 삽입된 파일럿 심벌을  검출하여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검출수단은  M 값으로 직교 변조된 데이터 신호점을 검출하여 상
기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수단은 최후에 수신된 2 개의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 정정 값을 보간하여 상
기 예측값을 구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수단은 최후에 수신된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 정정값에 대해 최소 자승법의 
선형 예측을  실행하여 상기 예측값을 구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예측수단은 최후에 수신된 복수개의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 정정값에 대해 최소 
자승법의 선형 예측을 실행하여 상기 예측값을 구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
스템.

청구항 7 

기지국, 및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하는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일정한 주기에서 경로의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이루어진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며,  무선신호의  복
수개의 경로 각각에 대해 준비되는 검출수단,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에 따라 상기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상기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여, 상
기 검출수단에 대응하여 상기 경로 각각에 대해 준비되는 보정수단,

상기 보정수단에 의해 진폭이 보정되는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상기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
행되는 시간에서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며,  상기 보정수단 각각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예측수단,

상기 예측수단에 의해 예측된 상기 캐리어 신호점의 전력을 조합하는 수단,

상기 조합수단에 의해 조합된 상기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상기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간
에서 상기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상기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기억하며 상기 제어값을 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선행 제어값으로서 상기 보정수단에 제공하는 메모리, 및

상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며,  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갖는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복수개의 이동장치는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상기 기지국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장치가 상기 기지
국으로부터 송신된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에 따라 상기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신호전력을 서로 동
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8 

기지국, 및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하는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에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무선 대역의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신호를 복수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전파수신수단,

상기 변환 이후에 코드분할 다중화된 상기 복소 기저대역 신호의 확산코드를 복제하여 종속 채널의 신호
를 추출하는 역확산 수단,

상기 역확산 수단의 출력을 파일럿 심벌 및 데이터 심벌로 분리하는 디멀티플렉스 수단,

상기 디멀티플렉스 수단으로부터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수신된 상기 인접 파일럿 심벌의 동상가산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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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S/N 비를 향상시키는 동상가산수단,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에 따라 상기 동상가산된 파일럿 심벌의 진폭을 보정하는 수단,

상기 보정수단에 의해 진폭이 보정되는 상기 파일럿 심벌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
간에서 상기 파일럿 심벌의 수신된 신호점을 예측하는 수단,

상기 예측수단에 의해 예측된 상기 파일럿 심벌의 수신된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상기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상기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간에서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상기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기억하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상기 선행 제어값
으로서 상기 보정수단에 공급하는 메모리, 및

상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며 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갖는 제어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복수개의 이동장치는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상기 기지국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장치가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신호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9 

기지국, 및

복수개의 이동장치를 구비하는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 및 M 값 직교 변조 시스템에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은

무선 대역의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신호를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전파수신수단,

상기 변환 이후에 코드분할 다중화된 상기 복소 기저대역 신호의 확산코드를 복제하여 종속 채널의 신호
를 추출하는 역확산 수단,

M 개의 각 직교코드 (M 은 양의 정수) 와 상기 복소 기저대역 신호의 상관값을 계산하는 직교변조수단,

상기 M 개의 상관값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값이 최대 전력을 일으키도록 하는 선택수단,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에 따라 상기 선택수단에 의해 선택된 상기 상관값의 진폭을 보정하는 수단,

상기 진폭 보정이 보정된 상관값에 의해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신호점을 예측하는 
수단,

상기 예측된 신호점의 진폭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수단,

상기 비교수단에 의해 주어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상기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간에서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수단,

상기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기억하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상기 선행 제어
값으로서 상기 보정수단에 공급하는 메모리, 및

상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며  상기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송신하는 수단을 갖는 회로를 구비하며,

상기 복수개의 이동장치는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상기 기지국에 접속되어 상기 이동장치가 상기 기지국
에 의해 송신된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신호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하
도록 제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일정한 주기에서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송신전력의 기억된 선행 제어값을 참조하여 상기 검출된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는 단계,

진폭이 보정되는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간에서 캐리어 신호
점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의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상기 시간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
는 단계,

송신전력의 상기 발생된 제어값을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으로서 기억하는 단계, 및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접속된 복수개의 이동장치에 송신하며 송신전력의 상
기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상기 송신전
력을 제어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검출단계는  일정한 주기에서 삽입된 각 파일럿 심벌을 검출하여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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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검출단계는 M 값 직교 변조가 행해진 데이터 신호점을 검출하여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예측단계는 최후에 수신된 2 개의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 보정된 
값을 외삽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예측단계는  최후에 수신된 복수개의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 보
정된 값에 대해 최소 자승법의 직선 근사를 실행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15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신호점 예측단계는 최후에 수신된 복수개의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 보정
된 값에 따라 최소 자승법의 선형 근사를 실행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16 

일정한 주기에서 각 경로상의 동상성분 및 직교성분으로 표시되는 캐리어 신호점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송신전력의 기억된 선행 제어값에 따라, 각 경로상에서 검출된 상기 캐리어 신호점의 진폭을 보정하
는 단계,

진폭이 각 경로상에서 보정되는 상기 캐리어 신호점을 사용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시간에
서 각 경로상의 캐리어 신호점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예측된 캐리어 신호점에서 전력을 가산 및 조합하는 단계,

상기 조합된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상기 시간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
는 단계,

송신전력의 상기 발생된 제어값을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으로서 기억하는 단계, 및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접속된 복수개의 이동장치에 송신하며 송신전력의 상
기 제어값에 따라,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상기 송신전
력을 제어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17 

무선 대역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신호를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후에 코드분할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의 확산코드를 복제하여 종속채널의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신호를 파일럿 심벌과 데이터 심벌로 분리하는 단계,

S/N 전력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련의 인접한 파일럿 심벌 입력의 동상가산을 실행하는 단계,

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에 따라 상기 동상가산된 파일럿 심벌의 진폭을 보정하는 단계,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상기 보정된 파일럿 심벌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시간에서 상기 파일럿 심벌의 수
신 신호점을 예측하는 단계,

상기 파일럿 심벌의 상기 예측된 수신 전력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실행되는 상기 시간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
는 단계,

송신전력의 발생된 제어값을 송신전력의 상기 선행 제어값으로서 기억하는 단계, 및

송신전력이 상기 제어값을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접속된 복수개의 이동장치에 송신하며 송신전력의 상
기 제어값에 의하여,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송신 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상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으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방법.

청구항 18 

무선 대역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신호를 복소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변환후에 코드분할 다중화된 복소 기저대역의 확산코드를 복제하여 종속채널의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복소 기저대역 신호와 M 개의 각 직교코드 (M 은 양의 정수) 사이에서 상관값을 계산하는 단계,

M 개의 상관값으로부터 최대 전력을 구하기 위하여 값을 선택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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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전력의 선행 제어값에 따라 상기 선택된 상관값의  진폭을  보정하는 단계,

송신전력의  다음 제어가 상기 진폭 보정된  상관값 신호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시간에서 신호점을 예측하
는 단계,

상기 예측된 신호점의 진폭을 미리 정한 기준값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에 의하여,  송신전력의 제어가 실행되는 상기 시간에서 송신전력의  제어값을 발생시키는 
단계,

송신전력의 상기 발생된 제어값을 송신전력의 상기 선행 제어값으로서 기억하는 단계, 및

송신전력의 상기 제어값을 1 주파수의 전파를 통해 접속된 복수개의 이동장치에 송신하며  송신전력의 상
기 제어값에 의하여,  기지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송신전력을 서로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상기 
송신전력을 제어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확산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 및 M 값 직
교 변조 방식으로 통신을 행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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