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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수신기(900)은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303, 305)에서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301)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1100)을  사용한다.  수신기(900)은  메모리  장치(905)  및  프로세서(907)을  포함한다.  메모리 장치
(905)는 저장된 정보를 생성하도록 다중 변조 심벌 시간 간격(210) 동안 상기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
(303, 305)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한다. 다음에, 프로세서(907)은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301)을 
식별하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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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부호화 통신 신호(coded communication signals)를 수신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더
욱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에서 특정한 부호화 통신을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부호화 통신 신호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는 
원격 통신 산업 연합/전자 산업 연합 임시 규격 95(TIA/EIA IS-95)로서 이하에서 IS-95로 참조되는 것에 
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직접 시퀀스 부호 분할 다중 액세스(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DS-CDMA) 셀룰라 통신 시스템이다. IS-95에 따라, DS-CDMA에서 사용되는 부호화 통신 신호는 기
지국의 커버리지 영역에서 통신하는 이동 또는 휴대용 무선 전화와 같은 통신 장치로부터 시스템의 기지
국으로 공통의 1.25MHz 대역폭으로 송신되는 DS-CDMA 신호를 포함한다. 특히, 각각의 DS-CDMA 신호는 특
정한 기지국과 관련된 슈도-노이즈(PN) 시퀀스 및 통신 중인 통신 장치의 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통신  중에,  통신하는  통신  장치  종종  통신을  지원하는  기지국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은 송신된 신호가 다중 경로로 전파(multipath propagation)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통신 장치로부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통신 신호를 페이딩(fading)시킨다. 공지된 바와 같이, 다중 경
로로 전파되는 것은 송신된 신호가 건물 또는 큰 바위와 같은 근처의 산란체에 의해 반산되어 버리기 때
문이다. 원래 송신된 신호 및 다중 경로로 복제된 신호는 일반적으로 원래 송신된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
라고 하다.

IS-95에 의해 기술된 것과 같은 DS-CDMA 시스템에서, 다중 경로 전파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시에 또
는 최소한 공통의 시간 간격 내에서 기지국에 도달하는 각각의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의 다중 경로 신호가 
된다. IS-95 시스템은 DS-CDMA 신호를 16개의 전력 제어 그룹을 포함하는 20밀리초(ms) 프레임으로 분할
한다.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은 6개의 변조 또는 소위 월쉬 심벌 시간 간격(Walsh symbol time interva
l)으로  더  분할된다.  각각의  월쉬  심벌  시간  간격은  대략  208  밀리초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레임 
구조로, 각각의 송신 통신 장치로부터의 다수의 다중 경로 신호는 월쉬 심벌 시간 간격 중 하나 동안 기
지국에 도달한다. 각각의 월쉬 심벌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는 디지틀 정
보 중 하나의 월쉬 심벌을 포함한다.

각각의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을 복조하기 위하여, 기지국 수신기는 먼저 각각의 통신 장치로부터의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해야 하고, 다음으로 복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다중 경로 신호를 선택한다. 특정한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지국은 초기에 하나의 월쉬 심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수신하고 
저장한다. 다음으로, 기지국은 이에 대응하는 PN 시퀀스를 발생시키고 상관 에너지(correlation energy)
를 생성하도록 월쉬 심벌 내에서 초기 시간 오프세트에서 수신된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PN 시퀀스로 이를 
관련시킨다. 초기 시간 오프세트는 일반적으로 통신 장치와 기지국 사이의 이론적인 최소 거리를 기초로
하여 선택된다.

제1상관 에너지를 얻음에 따라, 기지국은 다음 월쉬 심벌에서 동일한 오프세트로 진행하고 대응하는 상관 
에너지를 계산한다. 이러한 진행 및 계산 또는 검색, 처리는 선택한 수의 월쉬 심벌에 대해 계속된다. 특
정한 오프세트가 적용되는 월쉬 심벌의 수는 검색되는 신호가 트래픽 신호(즉, 음성 또는 데이터) 또는 
통신 장치가 DS-CDMA 시스템에서 등록하는 동안에 사용된 프리앰블 신호인지에 따르게 된다. 검색 중인 
신호가 트래픽 신호인 때, 오프세트는 전력 그룹에서 모든 6개의 월쉬 심벌에 적용되는 반면, 검색 중인 
신호가 프리앰블인 때는 오프세트는 단지 2개의 월쉬 심벌에 적용된다.

적당한 수의 월쉬 심벌에 초기의 오프세트를 적용함에 따라, 기지국은 오프세트를 변경하고 그 서비스 커
버리지 영역 내의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1개 이상의 다중 경로 신호를 위치시킬 때까지 상기 절차를 반
복한다. 초기의 오프세트 및 통신 장치가 전송하여 통과한 전파 거리에 따라, 기지국은 다중 경로 신호가 
복조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다수의 오프세트를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 처리는 종종 높은 실
효 복조 시간(즉, 검색하고 연속적으로 복조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 높은 실효 복조 시간은 수신된 
특정한 비트 에러 레이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트 에너지 대 잡음 비 상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한을 부
과한다. 이러한 상한 때문에 DS-CDMA 시스템은 기지국에 수신된 비트 에러 레이트(즉, 신호 성능)을 저하
시킴 없이 그 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식별에 필요한 검색 시간을 상당히 줄이면서 다수의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로부터 특정한 부호
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는 방법 및 장치가 필요하다. 더욱이, 소정의 비트 오차율에 대한 수신된 비트 에
너지 대 잡음 비를 개선하는 이러한 방법 및 장치는 종래 기술보다 개선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특정한 CDMA 프레임 레이트에서 통신 장치에 의해 송신되는 전력 제어 그룹을 도
시한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의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및 
수신된 슈도-노이즈 시퀀스를 도시한 도면.

제4도는 종래 기술에 따른 전력 제어 그룹에서 단일 검색 윈도우에서 얻어지는 다중 경로 신호의 예시적
인 상관 에너지 레벨을 도시한 도면.

제5도는 제4도의 단일 검색 윈도우에서 얻어지는 총 상관 에너지를 도시한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그룹에서 다수의 검색 윈도우에서 얻어지는 다중 경로 신호의 예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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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관 에너지 레벨을 도시한 도면.

제7도는 제6도의 다수의 검색 윈도우에서 얻어진 총 상관 에너지를 도시한 도면.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라 피크 에너지 및 국부적인 에너지 최대값 획득을 나타내기 위해 다수의 검색 윈도
우에서 얻어진 총 상관 에너지를 도시한 도면.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라 부호화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도시한 도면.

제10도는 제6도의 수신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장치 및 프로세서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에 의하여 실행되는 단계에 대한 예시적인 논리 흐름도.

[바람직한 실시예의 설명]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다수의 수신된 부호와 통신 신호에서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포함한다. 부호화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는 메모리 수단 및 처리 수단을 포함한다. 
메모리 수단은 저장된 정보를 생성하도록 다수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 동안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한다. 다음에, 프로세싱 수단은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도록 저장된 
정보를 검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함으로써, 본 발명은 특정한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검색 및 복조 기법을 사용하여 부호화 통신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실효 
시간에 비하여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의 복조에 필요한 실효 시간을 줄인다.

본 발명은 제1도 내지 제11도를 참조하여 더 상세히 설명될 수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100)을 도시하고 있다. 통신 시스템(100)은 기지국(101)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통신 장치(103, 
104)(2개가 도시되어 있음)을 포함한다. 통신 시스템(100)은 바람직하게 TIA/EIA IS-95에서 개시되어 있
는 바와 같이 직접 시퀀스 부호 분할 다중 액세스(DS-CDMA) 셀룰라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가정용 개인 통신 시스템(PCS)에 대하여 제안된 것과 같이 주파수 호핑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셀룰라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101)은  공지된  기법을  사용하여  공중  회선  교환 전화망
(PSTN)(105)에 결합된다.

기지국(101)은 바람직하게 기지국(101)의 커버리지 영역 내의 통신 장치(103, 104)로부터 부호와 통신 신
호를 수신하는 수신기, 통신 장치(103, 104)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송신하는 송신기, 및 PSTN(105)와 송
신기 및 수신기 사이의 적당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기지국 수신기는 제9도를 참조하여 이하
에서 상세히 설명된다. 각각의 통신 장치(103, 104)는 바람직하게 이동용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 이동용 
또는 휴대용 2방식 라디오, 또는 무선 주파수(RF) 송신 및 수신 성능을 가지는 컴퓨터와 같은 기타 2방식 
통신 장치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DS-CDMA 시스템(100)에서, 부호화 통신 신호는 RF 채널을 통하여 통신 장치(103, 104)와 기지국
(101)  사이에 전달되는 DS-CDMA  통신 신호(107,  108)을  포함한다.  교번하는 주파수 호핑 통신 시스템
(alternate frequency hopping communication system)에서, 부호화 통신 신호는 느린 주파수 호핑(SFH) 
통신 신호(홉 당 다수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 또는 빠른 주파수 호핑(FFH) 통신 신호(변조 심벌 시간 간
격 당 다중 홉)을 포함할 수 있다. RF 채널은 (통신 장치(103, 104)에서 기지국(101)로) 업링크 및 (기지
국(101)에서 통신 장치(103, 104)로) 다운링크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업링크는 기지국(101)
로의 다수의 부호화 통신 신호(107,  108)  (이 경우에서는 DS-CDMA  신호)를 송신하도록 통신 장치(103, 
104)에 의해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선정된 대역폭(예를 들어, IS-95에 대해 1.25MHz)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DS-DCMA 통신(107, 108)은 특히 기지국과 관련된 슈도 노이즈 시퀀스 및 특정한 통신 장치(103, 
104)에 대한 식별 부호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통신 장치(103, 104)의 이동은 예를 들어, 건물과 같은 근처의 산란체가 송신
된 신호(107, 108)을 반사시키는 것에 의하여 DS-CDMA 통신 신호(107, 108)가 페이딩되고 다중 경로로 전
파되게 한다. 페이딩 및 다중 경로 전파 현상은 통신 장치(103, 104)에 의해 송신되는 DS-CDMA 통신 신호
(107, 108)의 다중 경로 신호 복사체(119, 120)을 만든다. 다중 경로 전파의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송신
된 신호(107, 108) 및 다중 경로 복사체(119, 120)은 송신된 신호(107, 108) 및 다중 경로 복사체(119)의 
전파 거리(111-113, 115-117)에 대응하는 여러 시간에서 기지국에 도달한다. 예를 들어, 다중 경로 복사
체(119)는 기지국(101)에 도달하기 전에 전파 거리(112, 113)으로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반면, 송신된 신
호(107)은 전파 거리(111)로 전파된다. 따라서, 기지국(101)이 DS-CDMA 통신 신호(107, 108, 119, 120)을 
수신할 때, 다음에 설명할 수신된 신호(107, 108, 119, 120)의 집합에서 각각의 통신 장치의 송신(예를 
들어, 107, 119)를 구별하도록 수신된 신호(107, 108, 119, 120)의 집합을 검색한다. 다중 경로 환경에서 
송신된 신호(107, 108)은 그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 복사체(119, 120)과 함께 일반적으로 송신된 통신 신
호(107, 108)의 다중 경로 신호(예를 들어, 107, 119 및 108, 120)라고 한다.

제2도 내지 제8도를 참조하면, 기지국(101)에서 수신된 특정한 DS-CDMA 통신 신호(107)의 다중 경로 신호
(예를 들어, 107, 119)는 다음의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식별될 수 있다. 통신하는 
동안에, 통신 장치(103, 104)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 프레임(201) 동안에 RF 채널의 업링크 상의 그 
각각의 DS-CDMA 통신 신호(107, 108)을 집합적으로 송신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시간 프레임
(201)은 정보의 16개의 전력 제어 그룹(0-15)으로 분할되며,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은 제2도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시간 프레임(201)의 1/16을 점유한다.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예를 들어, 203)은 변조 심벌 또는 
월쉬 심벌(WS(n))과 같은 다수의 수직 심벌 세트로 더 분할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203)은 6개의 월쉬 심벌(예를 들어, 210)을 포함하고, 각각
의 월쉬 심벌(210)은 대략 208밀리초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을 점유한다. 각각의 월쉬 심벌(210)은 64개
의 월쉬 칩 또는 동등하게 256개의 슈도 노이즈(PN) 칩을 더 포함하며, 각각의 PN은 칩은 바람직하게 IS-
95에 따라 대략 813나노초 정도를 포함한다. 통신 활성화(예를 들어, 음성 활성화)의 양에 따라, DS-CDMA 
통신 신호는 4개의 가능한 프레임 레이트(205-208) 중 하나를 사용하여 통신 유니트(103, 104)로부터 송
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속도(full rate) 송신(205)는 모든 16개의 전력 제어 그룹 동안에 DS-C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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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호를 송신하는데 제공되고, 통신 장치(103, 104)의 사용자가 실제 통화하는 중에 사용될 수 있으
며, 1/8 속도 송신(208)은 전력 제어 그룹(2, 9) 동안에만 송신하며 실질적인 침묵 기간 동안에 사용될 
수 있다.

기지국(101)의 수신기는 통신 장치(103, 104)로부터 부호화 다중 경로 신호(107, 108, 119, 120)을 수신
함에 따라, 다수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예를 들어, 월쉬 심벌(210)) 동안에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107, 
108, 119, 120)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예를 들어, 디지틀화된 음성 또는 데이터)를 저장한다. 수신기는 
정보를 저장함에 따라, 특정한 통신 장치(103)으로부터의 송신과 관련된 다중 경로 신호(예를 들어, 107, 
119)를 식별하도록 저장된 정보를 검색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검색은 다수의 검색 윈도우에서 순차
적으로 수행되고, 각각의 검색 윈도우는 이전의 검색 윈도우에 대해 때 맞춰 오프세트된다. 검색 처리는 
제3도 내지 제8도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설명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술한 검색 프로세스 동안에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107, 108, 119, 120)의 관
련 신호 측정 기준(signal metrics)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및 수신된 PN 시퀀스(301, 303, 305)를 
도시하고 있다.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은 바람직하게 수신된 PN 시퀀스(303, 305)의 상관 에너지를 포함한
다. 상관 에너지 결정 프로세스는 기지국 기준 PN 시퀀스(301)을 발생시키고 수신된 시퀀스(303, 305)에 
대한 상관 에너지를 얻도록 때맞춘 특정한 오프세트(particular offsets in time)에서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107, 108, 119, 120)의 PN 시퀀스와 기준 시퀀스(301)을 상관시킴으로써 시작된다. 상관 에너지는 
바람직하게는 선정된 시간 주기(예를 들어, 변조 심벌 시간 간격) 동안 특정한 샘플링 시간(t0 - t13)에서 

기지국 기준 PN 시퀀스(301) 및 수신된 PN 시퀀스(303, 305)를 샘플링하고 각각의 샘플링 시간에 대응하
는 에너지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샘플링 시간 t6에서 기준 시퀀스(301)과 정합된 또는 동
위상(in-phase)으로 수신된 PN 시퀀스(303) 사이의 상관 에너지는 1(즉, +1 × +1)이고, 기준 PN 시퀀스
(301)과 PN 시퀀스(305)를 수신한 오프세트 사이의 상관 에너지는 -1(즉, -1 × +1)이다.

다음에, 특정한 샘플링 시간에서 얻어진 상관 에너지는 각각의 수신된 PN 시퀀스(303, 305)에 대한 상관 
에너지를 얻도록 샘플링 주기동안 합산된다. 따라서, 제3도에 도시되어 있는 수신된 PN 시퀀스(303, 30
5)에 대하여, 정합된 PN 시퀀스(303)에 대한 상관 에너지는 14이고, 1개의 PN 칩(305)에 의한 PN 시퀀스 
오프세트에 대한 상관 에너지는 -2이다. 따라서, 수신된 PN 시퀀스(305)가 기준 PN 시퀀스(301)로부터 때 
맞춰 오프세트될 때, 시퀀스(305)와 관련된 상관 에너지는 정합된 시퀀스(303)에 대한 상관 에너지보다 
실질적으로 작게 된다.

제4도는 종래 기술에 의한 방법에 따라 전력 제어 그룹에서 얻어진 다중 경로 신호의 예시적인 상관 에너
지 레벨(401-406)을 도시하고 있다. 제4도에서 도시되고 발명의 배경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통신 
장치(103)으로부터 송신된 하나 도는 그 이상의 다중 경로(107, 119)를 식별하는 종래 기술의 기법은 정
보의 제1월쉬 심벌(210)을 수신하고 기지국(101)에 대한 통신 장치의 이론적인 거리에 관련하여 때맞춰 
오프세트(408)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때맞춘  오프세트(408)에서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예를 
들어, 119) 중 하나에 대한 상관 에너지(401)은 때맞춘 오프세트(408)에 의해 기준 PN 시퀀스(301)이 지
연되고 제3도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상관 에너지를 계산함으로써 결정된다.

다음으로, 기지국(101)에서 수신기는 기지국에서 수신되는 전력 제어 그룹의 남아있는 월쉬 심벌에서 상
관 에너지(402-406)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어지는 상관 에너지(402-406)은 대응하는 변조 심벌 시간 
간격(예를  들어,  월쉬  심벌)에  의해  이전에  결정된  때맞춘  오프세트를  진행시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종래의 방식은 각각의 월쉬 심벌에서 동일한 시간 오프세트에서 전력 제어 그룹의 모든 월쉬 심
벌에서 상관 에너지(401-406)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종래 기술이 기법에서 특정한 송신된 트래픽(예를 
들어, 음성)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를 검색하는 데 사용되는 검색 윈도우는 전력 제어 그룹에서 각각의 
월쉬 심벌에 인가되는 단일 시간 오프세트(408)을 포함한다.

모든 6개의 상관 에너지(401-406)을 얻음에 따라, 전력 제어 그룹에서 선택된 오프세트(408)에서 총 상관 
에너지(제5도의 501)를 누산하도록 합산된다. 그러나, 선택된 시간 오프세트(408)에서 전력 제어 그룹에
서 얻어진 상관 에너지(401-406)은 각각의 전력 제어 그룹에서 가장 높은 총 상관 에너지(501)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래 기술의 기법에서, 다중 오프세트(즉, 검색 윈도우)에서 상관 에너지
(401-406)은 특정한 송신된 DS-CDMA 통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기 위하여 얻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관 에너지가 10개의 오프세트(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얻어지도록 다중 경로 신호의 때
맞춘 위치가 되는 경우, 종래 기술의 방법은 10개의 전력 제어 그룹 또는 IS-95에 따라 20밀리초(ms) 프
레임 시간 동안 대략 12.5ms와 대략 동일한 검색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그룹에서 얻어진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의 예시적인 상관 에너지 레벨
(601-606, 610-615, 620-625)를 도시하고 있다. 종래 기술과 대조적으로, 본 발명은 다중 변조 심벌 시간 
간격(예를 들어, 6개의 월쉬 심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수신하고 저장하며, 여러 가지 때맞춘 오프세
트에서 다중 변조 심벌 시간 간격에 대한 상관 에너지를 결정하여 다중 변조 심벌 시간 간격을 검색한다. 
대응하는 때맞춘 오프세트(608, 618, 628)에 의해(예를 들어 PN 칩의 1/2에 의해) 기지국 기준 PN 시퀀스
를 지연시키고 제3도에 관하여 전술한 각각의 월쉬 심벌에서의 상관 에너지(예를 들어 601)을 계산함으로
써 각각의 시간 오프세트(608, 618, 628)에서 상관 에너지가 얻어진다.

상관 에너지(601-606, 610-615, 620-625)는 전력 제어 그룹에서 다수의 검색 윈도우(즉, 다중 오프세트
(608, 618, 628)에서) 총 상관 에너지(제7도의 701-703)를 생성하도록 대응하는 오프세트(608, 618, 62
8)에서 얻어지는 각각의 상관 에너지와 함께 누산되어 합산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선정된 임계값(E

t)과 일치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상관 에너지의 세트만이 총 상관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

어, 오프세트(608)에 대응하는 검색 윈도우에서 총 상관 에너지(701)은 임계값 레벨과 일치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전력 제어 그룹에서 오프세트(608)에서 얻어진 상관 에너지(601, 605)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피크 에너지 획득 및 국부 에너지 최대값은 나타내도록 다중 검색 윈도우에서 얻
어진 총 상관 에너지(801-808, 810-813)을 도시하고 있다. 다수의 검색 윈도우에서 총 상관 에너지(801-
808, 810-813)을 얻은 후에, 총 상관 에너지(801-808, 810-813)의 세트는 그 에너지 값을 기초로하여 선
택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최적의 8개의 총 상관 에너지(801-808)은 세트에 포함되어 있고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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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에너지를 나타낸다. 피크 에너지를 식별하는 것에 추가하여, 총 상관 에너지는 국부 에너지 최대값
(예를 들어, 802, 804, 806-808, 810-813)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각각의 국부 에너지 최대값은 바람직
하게 선정된 시간 간격(예를 들어 3개의 시간 오프세트)에서 최적이 에너지 레벨을 선택하으로써 결정된
다. 국부 에너지 최대값은 송신하는 통신 장치가 페이딩 환경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오프세트에서 총 
상관 에너지 레벨이 저하될 때 순차적인 검색을 위하여 가능한 시작 오프세트를 식별하는데 사용한다. 바
람직한 실시예에서, 피크 에너지 및 국부 최대값에 대응하는 에너지는 복조를 위한 오프세트를 얻도록 처
리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 변조 심벌 시간 간격 동안에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는 전력 제어 그룹
을 포함하는 시간(즉, IS-95 당 1.25ms)에서 대부분 복조되는 최적 오프세트를 식별하도록 다중 오프세트
에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제4도의 설명과 관련하여 제시된 10개의 오프세트 검색 예에서, 본 발명은 
10 이상의 인자에 의하여 종래 기술의 검색 시간 및 실효 복조 시간을 줄인다. 추가로, 본 발명의 검색 
및 복조 기법은 복조에서 사용되는 최적의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는데 더 비용이 드는 종래 기술에 비
하여 특정한 비트 오차율(BER)에서 개선된 비트 에너지 대 잡음 비(Eb/No)을 제공한다. Eb/No에서의 이러한 

개선은 본 발명의 더 빠른 검색 처리가 검색 시간 중 페이딩에 의한 수신된 신호에서의 추가의 노이즈를 
얻을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신된 BER을 1%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발명의 방법은 종래 
기술의 방법에서 보다 0.6dB 작은 Eb/No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필요한 Eb/No을 줄임으로써 BER에 대한 시

스템 용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전술한 설명이 통신 장치로부터 업링크 송신의 기지국(101)까지의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는데 관련됨에
도 불구하고, 또한 본 발명은(예를 들어, 기지국(101)에서 송신을 여러 방향으로 하는 기법을 사용할 때) 
기지국(101)로부터 다운 링크 송신의 통신 장치(103, 104)까지의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가 복조에 대한 바람직한 오프세트를 식별하도록 에너지 레벨
을 사용함에도 수신된 월쉬 심벌의 크기는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인식해야 한다. 월쉬 심벌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본 기술 분
야에서 공지되어 있다.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부호화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900)을 도시하고 있다. 수신기(900)은 안테
나 구조(901), 신호 수신기(903), 메모리 장치(905), 프로세서(907), 축척 장치(909), 복조기(911) 및 결
합기(913)을 포함한다. 안테나 구조(901)은 바람직하게는 2방향 안테나(two diversity antennas)를 포함
하나, 단일 안테나도 사용될 수 있다. 단일 수신시(903)은 바람직하게는 증폭기, 필터, 발진기, 다운 믹
서 및 아날로그 디지틀 변환기와 같은 공지된 수신 전위 및 후위 회로를 포함한다. 메모리 장치(905), 프
로세서(907), 축척 장치(909), 복조기(911) 및 결합기(913)은 바람직하게는 주문형 직접 회로(ASIC)에 존
재한다. 메모리 장치(905) 및 프로세서(907)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제10도를 참조하여 이하에서 상세히 설
명될 것이다. 축척 장치(909)는 제어 라인(915)를 통해 프로세서(907)에 접속되고, 바람직하게는 곱셈기, 
레지스터 및 상태 머신(state machine)을 포함한다. 또한, 복조기(911)은 제어 라인(917)을 통하여 프로
세서(907)로 접속되고, 바람직하게는 패스트 하다마드 변환(Fast Hadamard Transform : FHT)를 수행하는
데 관련되는 공지된 디지틀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900)의 동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다. 다중 경로 신호는 안테나 구조
(901)에 의해 수신되고, 순차적으로 신호 수신기(903)으로 공급된다. 신호 수신기(903)은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고,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신호의 샘플링된 베이스밴드(baseband) 표현의 전력 제어 그룹을 메모리 
장치(905)로 공급한다. 메모리 장치(905)는 제2도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2 이상의 변조심벌 시간 
간격 동안 베이스밴드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한다. 다음으로, 메모리 장치(905)는 저장된 정
보가 전술한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와 관련된 시간 오프세트 및 에너지를 얻도록 검색되는 프로세서(90
7)로 저장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세서의 상세한 동작은 제10도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설명된다.

메모리 장치(905)에 대한 베이스밴드 표현을 공급하는데 추가하여, 신호 수신기(903)은 각각의 월쉬 심벌
에 포함되어 있는 64개의 월쉬 칩을 뽑아내도록 프로세서(907)에 의해 공급되는 시간 오프세트를 기초로
하여 부호화 통신 신호를 디스프레드(despread)한다. 신호 수신기(903)은 디스프레드 신호(월쉬 칩)을 축
척기(909)에 제공한다. 축척기(909)는 대응하는 검색 윈도우에서 얻어진 총 상관 에너지를 기초로하여 각
각의 디스프레드 다중 경로 신호를 가중한다. 다음으로, 축척기(909)는 각각의 디스프레드 신호가 복조되
고 순차적으로 결합기에 제공되는 복조기(911)로 가중된 디스프레드 다중 경로 신호를 제공한다. 결합기
(913)은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와 관련된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회복하는 공지된 기술에 따라 복조
된 다중 경로 신호를 결합한다. 결합기(913)은 더 처리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역 채널 회로(예를 들어, 소
프트 결정 회로, 콘볼류셔널 디코더 등)으로 회복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축척기(909)는 사용되지 않으며 디스프레드 신호는 신호 수신기(903)에서 복조기(911)로 직접 제공된다.

제10도는 제9도의 수신기(900)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장치(905) 및 프로세서(907)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메모리 장치(905)는 하나 이상의 전력 제어 그룹(PCG(n)) 또는 2 
이상의 월쉬 심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 1001)을 포함한
다. 그러나, 메모리 장치(905)는 레지스터 파일, 래치의 어레이 또는 디지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프로세서(907)은 디스프레더(1004), FHT 블록(1006), 에너지 RAM(1008), 결합
된 에너지 RAM(1010), 곱셈기(1012), 가산기/감산기(1014), 비교기(1016), 검색 결과 RAM(1018) 및 PN 시
퀀스 발생기(1020)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메모리 장치(905) 및 바람직한 프로세서(907)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된다. 신호 수신기
(903)에 의해 메모리 장치(905)로 제공되는 다중 경로 신호의 샘플링된 베이스밴드 표현은 월쉬 심벌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링된 표현과 동등한 양을 디스프레더(1004)로 제공한다. 또한, 디스프레더(1004)는 PN 
시퀀스 발생기(1020)으로부터 기준 PN 시퀀스(예를 들어, 제3도의 기준 시퀀스)를 수신하고, 입력된 월쉬 
심벌을 포함하는 64개의 월쉬 칩을 얻도록 공지된 방식에서 기준 PN 시퀀스를 사용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서, 각각의 월쉬 심벌은 디지틀로 변조된 M-ary 신호의 동위상(I) 요소 또는 직각 위상(Q) 요소에 대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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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쉬 칩은 전술한 FHT를 사용하여 복조되는 FHT 블록(1006)으로 제공된다. FHT 블록(1006)은 입력된 월쉬 
칩(I 또는 Q)을 특히 원래 송신된 디지틀 정보의 부호 및 RF 채널의 특성에 의한 관련 신호(즉, 양 또는 
음)를 가지는 인덱싱된 크기의 표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킨다. 인덱스는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되어 있는 
특정한 인코딩/디코딩 구성에 대해 사용되는 부호 심벌에 대응한다.

FHT 블록(1006)은 월쉬 칩을 순차적으로 곱셈기(1012)에 제공한다. 곱셈기(1012)는 각각의 인덱싱된 크기
를 제곱하고 제곱된 크기를 가산기/감산기(1014)에 제공한다. M-ray  디지틀 변조를 사용할 때, 곱셈기

(1012)는 바람직하게 출력표에서 각각의 인덱스(즉, I1
2
, I2

2
, I3

2
 등)에 대한 I

2
을 계산하고 이러한 제곱값

을  가산기/감산기에  제공한다.  가산기/감산기(1014)는 I
2
값을  이들이  저장된  에너지  RAM(1008)로 

전달한다. I
2
값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곱셈기(1012)는 Q 요소에 관련된 월쉬 칩에 대한 각각의 인덱싱된 

크기를  제곱한다.  각각의 Qi
2
은  곱셈기에  의해  생성되고  가산기/감산기(1014)로  제공될  때,  에너지 

RAM(1008)은 대응하는 Ii
2
값으 가산기/감산기(1014)로 제공한다. 가산기/감산기(1014)는 대응하는 I

2
 및 

Q
2
값을  더하고 합산값(Ii

2
 + Qi

2
)을  모든  64개가  계산될  때까지  합산  또는  에너지가  저장되는  에너지 

RAM(1008)로 제공한다.

에너지 RAM(1008)은 저장된 에너지를 비교기(1016)으로 제공하고, 여기서 에너지는 특정한 오프세트에 대
한 가장 높은 관련 에너지(즉, 상관 에너지)를 가지는 인덱스를 식별하도록 순차적으로 서로 비교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1상관 에너지는 상한 및 하한 임계값(Tu, T1)과 비교된다. 제1상관 에너지가 하한 임

계값(T1)보다 작을 때, 에너지는 무시되고(즉, 영으로 가중됨), 그 오프세트에서 남아있는 검색은 중단된

다.  제1상관  에너지  레벨이  상한  임계값과  하한  임계값  사이에  있을  때,  에너지는  결합된  에너지 
RAN(1010)에 저장되고, 검색은 전력 제어 그룹에서 남아있는 월쉬 심벌에 대한 오프세트에서 계속되도록 
된다. 제1상관 에너지 레벨이 상한 임계값(Tu)를 초과할 때, 에너지 레벨은 결합된 에너지 RAM(1010)에 
저장되고, 에너지가 얻어지는 오프세트는 그 오프세트에서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의 처리를 위하여 축척
기(909) 및/또는 복조기(911)로 제공된다.

제1상관 에너지를 얻음에 따라, 상기 프로세서는 저장된 전력 제어 그룹의 모든 월쉬 심벌이 검색될 때까
지 각각의 월쉬 심벌에서 각각의 오프세트에 대해 반복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되는 처리 동안에, 대응
하는 오프세트에서 얻어진 상관 에너지는 누산되고 갱신된 상한 및 하한 임계값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상관 에너지가 3개의 월쉬 심벌에서 특정한 오프세트에 대해 누산될 때, 누산된 에너지(즉, 3개의 상관 
에너지의 합)은 제1상관 에너지와 비교하여 대략 3개의 높은 상한 및 하한 임계값과 비교된다. 이러한 반
복적인 절차의 누적은 제6도에서 도시된 상관 에너지의 합산이 되어서,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된 총 상관 
에너지를 얻게 된다. 다음에, 이러한 총 상관 에너지는 결합된 에너지 RAM(1010)에 저장된다.

결합된 에너지 RAM(1010)은 비교기(1016)로 총 상관 에너지를 제공하고, 여기서 이들은 세트에 있지 않은 
총 상관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값을 가지는 총 상관 에너지의 세트를 결정하도록 서로 비교된다. 바람
직한 실시예에서, 8개의 가장 높은 총 상관 에너지는 세트에 포함되어 있다. 제8도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
와 같이, 세트의 총 상관 에너지는 각각의 시간 오프세트에서 수신기(900)에 의해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
에 대응한다. 8개의 가장 큰 에너지에 대응하는 오프세트를 결정하는데 추가하여, 비교기(1016)은 총 상
관 에너지의 국부 최대값의 세트를 결정하고 제8도와 관련하여 전술한 최대값과 관련되어 있는 오프세트
를 식별한다. 총 상관 에너지의 세트, 국부적인 최대값의 세트, 및 양 세트와 관련된 오프세트는 검색 결
과 RAM(1018)에 제공되고, 여기서 이들은 저장되고, 순차적으로 축척기(909) 및/또는 복조기(911)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상의 반복적인 처리는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를 처리하는데서 오프세트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바람직
한 비 위상 정합 복조 방식을 예시한다. 그러나, 검색 처리 동안에 위상 정합 복조 기법의 사용은 본 발
명에 동등하게 응용될 수 있다. 위상 정합 복조 처리는 바람직하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FHT 블록
(1006)은 비위상 정합 복조 방식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I 및 Q 월쉬 칩을 수신한다. 다
음으로, FHT 블록(1006)은 전력 제어 그룹에서 제1월쉬 심벌의 I 및 Q 월쉬 칩을 가산기/감산기(1014)로 
제공한다. 가산기/감산기(1014)는 이러한 I 및 Q 값은 이들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RAM(1008)로 전달한
다. FHT 블록(1006)은 RAM(1001)에 저장된 변조 심벌 시간 간격의 수에 따라 순차적인 월쉬 심벌의 I 및 
Q 월쉬 칩 또는 심벌을 가산기/감산기(1014)로 제공한다. 가산기/감산기(1014)는 에너지 RAM(1008)에 저
장된 모든 월쉬 심벌의 모든 64개 인덱스에 대응하는 각각의 I값을 가산한다(즉, I1[WS(0)] + I1[WS(1)] + 

I1[WS(2)] + …; I2[WS(0)] + I2[WS(1)] + I2[WS(2)] + … 등). 마찬가지로, 가산기/감산기(1014)는 에너지 

RAM(1008)에 저장된 모든 월쉬 심벌의 모든 64개 인덱스에 대응하는 각각의 Q값을 가산한다. 다음으로, 

64개의 합산된 I값([∑I]
2
) 및 64개의 합산된 Q값([∑Q]

2
)은 곱셈기(1012)로 제공된다.

곱셈기(1012)는 각각의 합산된 I값 및 각각의 합산된 Q값을 제곱하고 제곱된 크기([∑I]
2
, [∑Q]

2
)를 가산

기/감산기(1014)로 제공한다. 가산기/감산기(1014)는 대응하는 [∑I]
2
 및 [∑Q]

2
값을  가산하고 순차적으

로 합산 ([∑I]
2
+[∑Q]  

2
)을 합산 또는 에너지가 모든 64개가 계산될 때까지 저장되는 에너지 RAM(1008)

에 제공한다. 에너지는 비 위상 정합 복조에 관하여 전술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더 처리되기 위하여 비
교기(1016)으로 제공된다. 또한, 비 위상 정합 및 위상 정합복조를 위하여 전술한 기법은 제9도의 복조기
(911)에 의해 수행되는 최종 복조에 인가됨을 인식해야 한다.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라 수신기에 의해 실행되는 단계의 예시적인 논리 흐름도(1100)을 도시하고 있다. 
논리  흐름은  수신기가  다중  변조  심벌  시간  간격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할  때(1003) 시작한다
(1101). 다음으로, 수신기는 전술한 각각의 검색 윈도우에서 총 상관 에너지를 결장함에 따라 하나 이상
의 검색 윈도우에서(즉, 각각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에서 하나 이상의 시간 오프세트에서)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식별하도록 저장된 정보를 검색한다(1105).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중 경로의 신호의 세트는 8개의 최적 총 상관 에너지를 제공하는 오프세트에서 수신된 이러한 신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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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고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결정함에 따라, 수신기는 세트에서 다중 경로 신호가 
수신에 앞서 전파된 다중 경로 신호를 통하여 복합 RF 채널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는 지
를 결정한다. 이러한 특성은 페이딩에 의한 다중 경로 신호의 변조 심벌의 위상 회전 또는 감쇠를 포함한
다. 세트에서 다중 경로 신호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 대, 수신기는 세트에서 다중 경로 신호의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기초로 하는 채널의 특성을 평가한다(1109). 예를 들어, RF 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는 동안에 
변조 심벌의 위상 회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관 에너지를 특정한 시간 오프세트에 제공하는 M-ary 변조 
심벌의 I 및 Q 구성요소는 남아있는 저장된 변조 심벌에 대한 이러한 시간 오프세트에서 I, Q 평면에서 
바람직한 위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채널의 특성을 평가함에 따라, 수신기는 대응하는 채널 평가를 기초로 하는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다중 
경로 신호를 조정한다(1111). 위의 예에서, 이러한 조정은 순차적으로 저장된 변조 심벌의 위상을 회전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위상이 이전에 결정된 바람직한 위상에 대응하도록 한다.

논리 흐름도(1100)을 계속 내려가면, 수신기는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기초로한 세트에서 각각의 다중 경
로 신호를 가중한다(1113).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가중치는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해 계산된 상관 
에너지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의 크기에 인가된다. 세트에서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
를 가중함에 따라, 수신기는 FHT를 각각의 가중된 다중 경로 신호에 바람직하게 인가됨에 따라 가중된 다
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복조한다(1115). 다음으로, 수신기는 공지된 결합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회복하도록 복조된 신호를 결합하고(1117) 논리 흐름은 끝난다(1119).

본 발명은 다수의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에서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복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시호 중 최적의 다중 경로 신
호를 검색하고 식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종래 기술의 검색 기법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다. 이렇게 검색 
시간이 개선되는 것은 본 발명이 전력 제어 그룹에서의 다수의 오프세트에서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
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반면에 종래 기술은 전력 제어 그룹에서 단일의 에너지(즉, 하나의 오프세트)를 
얻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검색 기법의 데이터 사용에 비하여 그 다
중 경로 신호 검색 동안 전력 제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더욱이, 이
러한 편리한 검색 수행 때문에,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대응 부분에 비하여 특정비트 오차율에서 Eb/No가 

개선되는데, 이는 더 빠른 검색이 총 검색 시간 간격 동안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에서 페이딩에 의한 추
가의 노이즈가 생기는 기회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부호화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서, 다수의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에서 특정한 부호화 통
신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저장된 정보를 생성하도록 다수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 중에 
다수의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b)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
신 신호를 식별하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단계 (b)가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식별하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가 상기 다
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 있지 않은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관련 신호 측정 기
준보다 더 큰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c) 가중된 다중 경로 신호(weighted multipath signals)의 세트를 생성하도록 상기 관
련 신호 측정 기준을 기초로하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서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를 가중하는 단
계(weighting), (d) 복조된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생성하도록 상기 가중된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복조하는 단계, 및 (e)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회복하도록 상기 복조된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
를 결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는 상기 수신기에 의해 수신되기 전에 복합 채널을 통해 
전파되며, 상기 방법은 (c) 채널 평가값을 생성하도록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서 제1다중 경로 신
호의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기초로 하는 상기 복합 채널의 특성을 평가하는 단계, (d) 조정된 다중 경로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채널 평가값을 기초로하여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서 제2다중 경로 신호를 
조정하는 단계, 및 (e) 상기 조정된 다중 경로 신호를 복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 단계는 (b1) 제1검색 윈도우에서 상기 저장된 정보의 제1검색을 수행하는 단
계, 및 (b2) 상기 제1검색 윈도우로부터 때 맞춰 오프세트되는 제2검색 윈도우에서 상기 저장된 정보의 
제2검색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부호화 통신 신호 각각은 다수의 직교하는 심벌 세트(orthogonal  symbol 
sets)를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직교하는 심벌 세트 중 적어도 2개는 전력 제어 그룹을 포함하고, 단계 
(a)는 저장된 정보를 생성하도록 다수의 수신된 직교하는 심벌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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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포함하며, 상기 단계 (b)는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도록 상기 전력 제어 그룹에 포
함되어 있는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직접 시퀀스 부호 분할 다중 액세스(DS-CDMA)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서, 상기 DS-CDMA 신호 각각은 다
수의  월쉬 심벌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월쉬 심벌 중 적어도 2개는 전력 제어 그룹을 포함하며, 다수
의 수신된 DS-CDMA 신호에서 특정한 DS-CDMA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a) 저장된 정보를 생성
하도록 상기 전력 제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특정한 DS-CDMA 신호의 다
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식별하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 (c) 복조된 다중 경로 신호의 세
트를 생성하도록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복조하는 단계, 및 (d) 상기 특정한 DS-CDMA 신호를 회복
하도록 상기 복조된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다중 경로 신호에서 각각
의 다중 경로 신호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 있지 않은 상기 특정한 DS-CDMA 신호의 다중 경로 신
호의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법.

청구항 8 

다수의 부호화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로서, 저장된 정보를 생성하도록 다수의 변조 심벌 시간 
간격 동안 다수의 수신된 부호화 통신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수단 및, 상기 
메모리 수단에 결합되어 동작하고,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식별하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프로세싱 수단을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수단은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식별하
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서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 있지 않은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관련 신호 측정 기준보다 큰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가지며, 상기 수신기는 상기 프로세싱 수단에 결합하
여 동작하고, 가중된 다중 경로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기초로 하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서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를 가중시키기 위한 축척 수단, 상기 축척 수단에 결합하여 
동작되고, 복조된 신호의 세트를 생성하도록 상기 가중된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 
수단, 및 상기 복조 수단에 결합하여 동작되고,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회복하도록 상기 복조된 
결합하여 동작되고, 상기 특정한 부호화 통신 신호를 회복하도록 상기 복조된 신호의 세트를 결합하기 위
한 결합 수단을 더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10 

직접 시퀀스 부호 분할 다중 액세스(DS-CDMA)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로서, 상기 각각의 DS-CDMA 신
호는 다수의 월쉬 심벌을 포함하고, 상기 다수의 월쉬 심벌 중 적어도 2개는 전력 제어 그룹을 포함하며 
상기 수신기는 저장된 정보를 생성하도록 상기 전력 제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
모리 장치, 상기 메모리 장치에 결합하여 동작하고, 특정한 DS-CDMA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식
별하도록 상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프로세서, 상기 프로세서에 결합되어 동작하고, 복조된 다중 
경로 신호를 생성하도록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를 복조하기 위한 복조기, 및 상기 복조기에 결합되
어 동작하고, 상기 특정한 DS-CDMA 신호를 회복하도록 상기 복조된 다중 경로 신호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기를 포함하고,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서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트에 
있지 않은 상기 특정한 DS-CDMA 신호의 다중 경로 신호의 관련 신호 측정 기준에 비해 더 큰 관련 신호 
측정 기준을 가지는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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