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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복조기를 가진 수신기에 의해 복조되는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시함. 상기 방법은, 상기 무선통신 
수신장치에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복조를 위한 충분한 신호세기를 갖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구하
는 단계, 및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의 도달시각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또한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SNR)레벨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
호가 상기 도달시각에 의해 다중 경로리스트에 있는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로서 식별된 경우, 상기 도달시각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로서 다중 경로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 및 복수의 상태중 한 상태로 분류를 위해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새롭게 구한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고, 이 새롭게 구한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평가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복수의 한 상태로부터 다른 한 상태로 이
동시키도록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상기 현재의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평가하는 단계, 상기 상태에 의거
하여 복조동작을 위해,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단계,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상기 다중 경로리스트로부터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선택적으로 거절하는 단계 및 전술한 동작 각각을 반복
실행해서 모든 구한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디지털 통신 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복조기를 구비한 수신기에 의해 복조되는 다중 경로(multipa
th)신호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다수의 복조기를 구비한 수신기용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를 개시한다.

    배경기술

무선 전화 즉 이동 전화는 오늘날의 통신에 있어 광범하게 이용되는 양태인데, 가장 공통적으로 개발된 무선 기술 중에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다중 접속(CDMA)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 등의 가변 속도 통신 시스템이 있다. 자원에 대한 요구
의 증가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이 시스템의 용량, 충실도 및 성능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도 1a를 참조하면, 통상의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다중 경로 신호전파의 일례가 도시되는데, 기지국(104)은 이동국 즉 
이동 전화(102)에 신호를 전송하며, 통상적으로, 이 신호는 기지국을 식별하는 파일럿 정보와 음성 내용 등의 데이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간섭이 없이 직접적으로 이동 전화(102)로 전송되는 제 1 신호(106a)와 같은 신호는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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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호이다. 그러나, 기지국(104)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전력을 제한하고, 신호에 노이즈를 부가하면, 이동 전화에
서 수신된 신호의 전력 및 SNR(signal-to-noise ratio)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방법은 다른 경로를 거치는 전송된 신호의 부분을 이동 전화(102)로 결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원래의 신호
를 편향시키는 빌딩(108), 언덕(110) 등의 자연, 인공 장애물 때문에, 다중 경로가 생기게 된다. 이들 다른 신호가 진
행하는 경로 때문에, 기지국(104)으로부터 이동 전화(102)로 전송된 동기화 감지 및 노이즈 감지데이터에 시간지연 
및 성능열화가 본질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 전화에 가장 강한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 다중 경로 즉 
경로(106a-106d)로부터 둘 이상의 신호가 결합된다. 하지만, 다중 경로 신호를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복조하기 위해
서는, 이동 전화에 수신된 모든 다른 다중 경로로부터 적합한 후보(candidate)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전송된 신호의 훼손(corruption)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데, 서서히 변화하는 채널손상과 급속한 페이딩(fa
ding) 변화이다. 서서히 변화하는 채널손상은 로그 노멀(log normal) 페이딩, 또는 도 1a에 종래 기술로 예시한 움직
임이나 차단에 의한 음영(shadowing), 또는 슬로우 페이딩 등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느린 변화 즉 서브 헤르
츠(sub Hz)는 효과적으로 채널의 " 가용성(availability)" 을 결정한다. 반대로, 상기 급속한 페이딩 변화에 의해서만, 
수신된 파형 구조의 세부(detail)가 영향을 받으며, 메시지에 있는 에러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복조를 
위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종래 기술 도 1b를 참조하면, 두 개의 통상의 다중 경로 신호세기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가 도시되는데, 그래프(101b)
는 시간의 가로좌표(122)와 신호 대 잡음비(SNR;120) 즉 파일럿 Ec/Io 비의 세로좌표를 갖는다. 제 3 다중 경로 신
호(106c) 및 제 4 다중 경로 신호(106d)를 이동 전화(102)에서 수신된 예시적인 다중 경로 신호로서 도시한다. 종래
의 방법은 통상, 상기 다중 경로 신호와 가장 큰 SNR을 선택해서 결합한다. 따라서 타임 스팬 A[time span(시간 범위)
;124a]에서, 제 4 다중 경로 신호(106d)를 나타내는 검은 선은 제 3 다중 경로 신호(106c)이상의 SNR레벨을 갖는데, 
이때 두 신호는 동일한 노이즈레벨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타임 스팬 B(124b)에서, 제 3 다중 경로 신호(106c)
를 나타내는 파선은 높은 SNR레벨을 갖는다. 두 개의 다중 경로 신호의 SNR 즉, 신호 대 잡음비를 근사하게 하면, 복
조기에 대해 어느 신호가 선택될 지에 대한 선택은 가변적일 수 있다.
    

    
이러한 흔들림은 " 스래싱(thrashing)" 으로 공지된 조건이다. 스래싱이 갖는 결점은 프로세서 동작 등의 시스템 자원
의 상당한 량을 소모한다는 것이다. 스래싱동안, 프로세서에는 다수의 복조기를 다른 다중 경로 신호에 정상적으로 할
당하고 할당해제(deassign)하는 동작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스래싱은 이동 전화(102)의 품질을 열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스위칭에 의해 데이터의 손실 또는 가청의 혼신이 있거나,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결합과 동시에 스래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다중 경로 신호를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디지털 통신의 용량, 충실도 및 성능을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 전화에서 수신된 신호의 전력 및 
SNR을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연속적인 복조 및 결합동작을 위해 이동 전화에서 수신된 모든 다른 다중 경
로로부터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더불어 결합과 동시에 스래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다중 
경로 신호를 선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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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디지털 통신의 용량, 충실도 및 성능을 개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며, 특히, 이동 전화에서 수신된 신호
의 전력 및 SNR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연속적인 복조 및 결합동작을 위해 이동 전
화에서 수신된 모든 다른 다중 경로로부터 최적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더불어 스래싱의 영향을 받지 않
는 방법을 구현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몇 가지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제 1 단계에서 다중 경로 신호가 무선통신장
치에서 수신된 다음, 무선통신장치의 탐색기부분에 의해 다중 경로 신호가 탐색된다. 이 다중 경로 신호는 복조를 위해 
충분한 신호세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SNR레벨과 도달시각이 입수한 하나의 다중 경로에 대해 결정된다. 무
선통신장치는 다중 경로 신호가 복수의 상태로 분류된 다중 경로리스트에서 사전에 구해진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의 도
달시각, SNR레벨 및 전송 기지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입수한 다중 경로의 도달시각과 SNR레벨이 판별되면, 입수
한 다중 경로 신호가 상기 도달시각에 의해, 다중 경로 리스트에 존재하는 다중 경로 신호중 하나로서 식별된 경우, 상
기 다중 경로 리스트가 상기 도달시각과 신호 대 잡음비로서 갱신된다. 이어서, 상기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가 도달시각
을 기준할 때, 상기 다중 경로리스트에 존재하는 다중 경로 신호중 임의의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는 새롭게 구한 신호로 판단하여, 이 새롭게 구한 다중 경로 신호는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복수의 상태 
중 하나로 분류된다. 상기 다중 경로리스트의 다중 경로 신호는 탐색측정결과에 의거하여 있을 수 있는 다중상태중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입수한 하나의 다중 경로 신호가 그 상태에 의거하여 복조동작을 위해 
평가된다.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가 분류된 상태는 임시상태, 잠재상태 및 할당상태로 나누어진다. 임시상태는 낮은 품질의 신호
가 분류된 상태이며, 잠재상태는 중간 품질의 신호가 분류된 상태이며, 할당상태는 고품질의 신호가 할당된 상태이다. 
신호의 품질은 신호들이 품질 임계치와 맞는지 여부로 규정되는데, 이 임계치는 전력 또는 SNR레벨, 및/또는 순간 임
계치 즉, 전력 또는 SNR레벨이 지속되는 시주기를 포함한다. 즉, 할당상태로 분류된 신호가 첫째로 복조를 위해 선택
되는데, 이는 이 신호들이 최고 품질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할당상태로 신호가 분류되지 않는 다면, 복조기의 복조를 위
해 대기행렬의 잠재신호가 중간할당에 활용될 수 있어서 종래 기술의 내재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이력적인 성능에 따른 상태로 분류되는 대기행렬의 잠재신호를 제공하며, 따라서 본 발명은 
다중 경로 신호를 분류하기 위한 상태환경을 이용해서 종래 기술의 신호선택의 스래싱 결점을 해결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송수신기, 탐색기, 수신기, 프로세서 및 컴퓨터 판독가능 메모리가 모두 함께 결합된 통신
장치를 제공한다. 통신장치의 메모리부분은 프로세서를 통한 실행시, 통신장치의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해 복조기를 관리
하기 위한 전술한 방법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명령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 그리고 특징은, 당업자라면 첨부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확히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첨부도면은 본 명세서의 일부로 통합되며, 개시한 실시예를 도시하며, 명세서와 더불어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한다. 상
기 도면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축척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기지국과 이동 전화사이의 다중 경로 신호전파의 예시도,

도 1b는 두 개의 다중 경로 신호세기를 시간에 따라 도시한 그래프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통신장치의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시간 임계치 및 SNR 임계치가 적용된 일례의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그래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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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다중 경로 신호가 분류된 상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통신장치의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데 이용된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

    실시예

    
첨부도면으로 예들을 도시한, 본 발명에 개시된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이러한 바
람직한 실시예는 이들 실시예로 제한하고자 함이 아님은 자명하다. 또한 본 발명은 부속청구범위에 정의된 사상 및 영
역내에서 여러 가지로 대체, 변형 및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이하의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다수의 특정구성은 완전한 이
해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당업자라면 개시한 실시예는 특정의 구성이 아니고도 실시될 수 있다. 환언하자면, 공지의 방
법, 절차, 부품 및 회로는 불필요하게 개시된 특징을 불명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하의 상세한 설명의 몇 부분 즉 프로세스는, 컴퓨터나 디지털 시스템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비트, 또는 통신장치의 신
호에서 동작하는 절차, 논리블록, 프로세싱 및 다른 상징표시로 표시한다. 이들 설명 및 표시는, 본 분야의 다른 숙련자
들에게 당업자의 일의 내용을 가장 최적으로 전달하도록 당업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절차, 논리블록, 프로세스 등
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한 단계나 명령의 일관성 있는 순서로 될 수 있다. 이들 단계는 물리적인 
량에 대한 물리적 조작을 요하는 것이다. 통상, 반드시는 아니나, 이들 물리적 조작은 통신장치나 프로세서에서 저장, 
전송, 결합, 비교 아니면 조작될 수 있는 전기 또는 자기적인 신호의 형태를 갖는다. 편의를 위해 공통의 사용을 고려할 
때, 이들 신호들은 본 발명을 참조하는 비트, 값, 소자, 부호, 문자, 기술용어, 수 등으로 될 수 있다.
    

    
상기 모든 용어들은 물리적인 조작과 양을 참조해서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본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된 용어에 비추어 
해석되는 아주 편리한 부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특별히 달리 지적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전체적인 설명을 통해, " 수신" , " 입수" , " 판별" , " 분류" , " 평가" , " 공급" , " 인에이블링" 등의 용
어는 데이터를 조작, 변형시키는 통신장치 또는 유사한 전자연산장치의 동작 및 프로세스를 참조한다. 데이터는 통신장
치 부품이나, 컴퓨터 시스템의 레지스터와 메모리에서 물리적인(전자적) 량으로 표시되며, 통신장치 부품, 컴퓨터 시스
템 메모리나 레지스터, 또는 기타 그러한 정보저장, 전송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물리적인 량으로 유사하게 표시된 
다른 데이터로 변형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통신장치의 블록도가 도시되는데, 
통신장치(200) 즉 이동국 또는 이동 전화는 펌웨어(firmware;210)와 하드웨어(220)의 두 개의 통상적인 부분을 포
함하며, 이 펌웨어 부분(210)은 버스(202)를 통해 서로 접속된 프로세서(214)와 메모리(216)를 구비한다.

    
도 2의 하드웨어부분(220)은 안테나(202), 송수신기(204), 탐색기(224) 및 레이크 수신기(rake receiver)를 구비
한다. 상기 안테나는 송수신기(204)에 접속되며, 이어서 이 송수신기는 레이크 수신기(226)와 탐색기(224)에 접속된
다. 탐색기(224)와 레이크 수신기(226)는 프로세서(244)와 탐색기(224) 모두에 접속된다. 레이크 수신기(226)는 
다수의 복조 경로를 포함하는데, 이 경로는 복조 핑거(demodulation finger) 즉, 복조기(221-223)로서 알려져 있다. 
각각의 핑거(221-223)는 송수신기(204)에 접속되어서 각각의 다중 경로 신호의 도달시각에 의거하여 이 신호를 독
립적으로 식별 및 복조한다. 레이크 수신기는 상기 경로신호를 추가로 처리하기 위한 본 분야에 공지된 도 2에 도시치 
않은 다음의 하드웨어에 접속된다. 복조 핑거의 출력은 다이버시티 결합기(diversity combiner;225)에 의해 서로 결
합되어 최대 SNR을 생성한다. 하드웨어(220)와 펌웨어(210)의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이하 상세히 설명하
는 바와 같이, 복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다중 경로 신호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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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보면, 시간 임계치 및 SNR 임계치가 적용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일례의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그래프
가 도시되는데, 그래프(300)는 시간(322)의 가로좌표와 SNR(320)의 세로좌표를 가지며, 일정 노이즈레벨을 가정할 
때, 이 SNR은 신호전력으로 될 수 있다. 제 4 다중 경로 신호(106d)는 시주기상의 도표로 된 일례의 신호이다. 제 1 
SNR 임계치 즉, 다중 경로수용 임계치(T_ACCECT;326)는 질의시 다중 경로 관리에 있어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다
중 경로 ACCEPT 동작을 고려한 임계치를 나타낸다. 임계치(T_ACCEPT)와 관련하여, 본 실시예는 수용을 위한 측정 
수 임계치(N_ACCEPT;322)를 제공하는데, 이 수 임계치는 상기 경로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가 T_ACCEPT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 임계치를 나타내며, 이때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신호세기는 연속적인 탐색기측정에서 N_ACCE
PT에 대해 T_ACCEPT이상이 된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 4 다중 경로 신호는 타임 스팬 3(343)에서 이들 임
계치 모두를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4 다중 경로 신호(106d)는 타임 스팬1(34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들 임계
치 모두를 만족한다. 본 실시예는 다중 경로 신호의 다중 경로 ACCEPT 동작을 고려하도록 SNR 임계치와 시간 임계치 
모두를 이용하지만, 본 발명은 SNR 임계치만을 이용해도 좋다.
    

    
도 3은 제 2 SNR 임계치 즉 다중 경로 거부 임계치(T_REJECT;328)를 도시하는데, 이는 질의시 다중 경로 관리에 있
어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REJECT동작을 고려한 임계치를 나타낸다. 상기 T_REJECT 임계치(328)와 관련하여, 본 
실시예는 또한 거부 임계치(N_REJECT;324)에 대한 측정시의 수 임계치를 제공하는데, 상기 임계치(324)는 다중 경
로 REJECT 동작의 진행을 위해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세기가 T_REJECT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 임계치를 나타
낸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재4다중 경로 신호(106d)는 타임 스팬2(342)에 도시한 것처럼 이들 두 임계치를 만
족한다. 복조 및 결합동작과 관련하여 다중 경로 신호의 수용 및/또는 거부를 위한 시간 임계치를 이용함으로써, 본 발
명은 신호평가를 위한 저역 필터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스래싱을 일으키지 않고, 동요하지만(purturbate) 
강한 다중 경로 신호에서 노이즈 신호에의 불필요한 할당과 복조 핑거의 불필요한 할당해제율을 제한할 수 있다. 본 실
시예는 다중 경로 신호의 다중 경로 ACCEPT 동작을 고려하도록 SNR 임계치와 시간 임계치 모두를 이용하지만, 본 발
명은 SNR 임계치만을 이용해도 좋다.
    

    
도 4는 다중 경로 신호가 일 실시예에 따라 분류되는 상태도이다. 상태도(400)는 임시상태(402), 잠재상태(404) 및 
할당상태(406)의 3상태를 도시한다. 이들 상태는 임시상태(402)가 최하위 상태이고, 잠재상태(404)가 다음 순위 상
태이며, 할당상태(406)가 최상위 상태에 있는 계층으로 배치된다. 본 실시예는 3상태를 도시하지만, 임의 종류의 계층 
배치로 된 임의 수의 상태가 사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할당상태로 분류된 각 다중 경로 신호에 복조 핑거가 
할당되며, 복조를 위해 다중 경로 신호가 인에이블된다. 반대로, 할당상태 이외의 임의의 상태로 분류된 다중 경로 신호
가 복조를 위해 인에이블되지 않지만, 시간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도록 유지될 수 있어서, 복조를 위해 다른 후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임시 또는 잠재상태와 관련된 많은 다중 경로 신호를 가짐으로써, 본 발명은 복조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신호를 사전
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종래 기술에서 겪었던 복조 핑거용 신호를 구하는데 있어 몇 가지의 스케줄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전체로, 모든 다중 상태에 관한 신호의 수는 레이크 수신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조 핑거의 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활용가능한 다중 경로 신호의 대기행렬의 시퀀스는 다양한 신호문제를 보상할 수 있다.

도 4는 다중 경로 신호가 어떻게 분류 즉, 특정상태로 상승하고 강하하는 지를 도시하고 있다. 상승칼럼(column labe
led promotion;410)은 다중 경로 신호가 임의의 상태로 상승 즉, 분류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반대로, 강하
칼럼(440)은 다중 경로 신호가 임의의 상태로부터 강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는 한 신호를 한 상
태로 분류하기 위한 특정 프로세스를 제공하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및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상승칼럼(410)에 도시한 본 실시예에 있어 한 상태를 할당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통신장치의 하드웨어부분(462)으로
부터 탐색기 신호입력(420)으로 시작한다. 도 2는 입력(420)을 이용한 일 실시예의 하드웨어들 도시하는데, 안테나(
202), 송수신기(204) 및 탐색기의 조합으로 한 다중 경로 신호(신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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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단계 422는 상기 신호가 탐색기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임계치 T_USE이상인 SNR을 갖는지를 질의한다. 
임계치 T_USE에 의해 복조를 위한 충분한 신호세기가 보장된다. 상기 신호가 T_USE이상인 SNR을 가지면, 프로세스
는 단계 426으로 진행한다. 또한 상기 신호가 T_USE 이상인 SNR을 갖지 않으면, 이 신호는 단계 450에서 거절된다. 
탐색기는 T_USE이상의 신호세기를 갖는 다중 경로 신호의 도달시각을 측정한다. 다중 경로 신호의 도달시각이 다중 
경로리스트에 있는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의 도달시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중 경로 신호는 새로운 다중 경로 신호
로 간주된다.
    

본 실시예의 단계 424는 새로운 다중 경로 신호가 임계치 T_ACCEPT이상인 SNR을 갖는지를 질의한다. 새로운 다중 
경로 신호가 임계치 T_ACCEPT이상인 SNR을 가지면, 프로세스는 단계 426으로 진행한다. 또한 상기 새로운 다중 경
로 신호가 T_ACCEPT 이상인 SNR을 갖지 않으면, 이 새로운 다중 경로 신호는 단계 450에서 거절된다.

    
본 실시예의 단계 426은 새로운 다중 경로 신호가 실제 새로운 파일럿신호 즉 새로운 파일럿 식별자를 갖는 다른 기지
국으로부터의 신호인지를 질의한다. 이 다중 경로 신호가 새로운 파일럿신호이면, 프로세스는 이 다중 경로 신호를 잠
재상태(404)로 분류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지국에 대한 특별한 처리에 의해 우수한 셀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또한, 상기 다중 경로 신호가 새로운 파일럿 신호가 아니라면, 프로세스는 이 다중 경로 신호를 임시상태(402)로 
분류한다.
    

탐색결과, 상기 다중 경로 신호의 도달시각이 다중 경로리스트에 있는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의 도달시각과 일치하
면, 다중 경로리스트의 도달시각과 신호 대 잡음비가 갱신된다. 이러한 갱신 프로세스는 동일 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의 도달시각과 SNR이 갱신되기까지 지속된다. 이 갱신 프로세스가 일단 종료하면, 분류에 있어 나머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428에 있어서, 임시상태(402)로 분류된 신호는 연속적인 탐색기동작으로 검사하여 상기 신호가 T_
ACCEPT 이상의 SNR을 유지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이 T_ACCEPT는 자체로 연속적인 SNR측정에서 시간 임계치 즉, 
N_ACCEPT이상의 SNR 임계치를 만족한다. 상기 신호가 단계 428에서 N_ACCEPT 임계치를 만족하면, 신호는 잠재
상태(404)로 분류된다. 또한, 상기 신호가 N_ACCEPT 임계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 신호는 임시상태(402)의 분류
를 유지한다. 단계 432에서 일 실시예에 있어서의 도 3의 신호품질이 설명되는데, 신호(106d)의 스팬 3(343)과 스팬 
1(341)은 모두 T_ACCEPT(326) 임계치를 만족하지만, 스팬 2(342)는 N_ACCEPT(322)임계치를 만족한다. 반대
로, 스팬 3(343)에 대응하는 시각에서 신호(106d)는 임시상태(402)로 분류되는 반면에 스팬 1(341)에 대응하는 시
각에서 신호(106d)는 잠재상태(404)로 분류된다.
    

    
본 실시예의 단계 430에서 복조 핑거가 인에이블되지 않고 복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판별된다. 단
계 430은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다중 경로 신호를 복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 2의 레이크 수신기내의 복조 핑거중 하
나에 의해 실행된다. 복조 핑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처음에 잠재상태(404)로 분류된 상기 신호는 여기서 할당상태(4
06)로 분류되어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가 복조를 위해 사용된다. 즉, 복조 핑거가 다중 경로 신호에 할당된다. 그러나, 
복조 핑거를 활용할 수 없으면, 프로세스는 단계 432로 진행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432에서 상기 신호가 T_COMP와 N_COMP 임계치 모두를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판별된다. T_
COMP 임계치는 잠재상태(404)로 분류된 한 신호가 할당상태로 상승하기 위해 다른 신호의 SNR을 할당상태로 올려
야하는 " 비교" 마진 임계치를 나타낸다. 이 비교 마진 임계치는 또한 연속적인 SNR측정을 통해 T_COMP 임계치가 만
족되는 시간 임계치인 N_COMP를 포함한다. 잠재상태(404)로 분류된 신호가 연속적인 N_COMP 측정을 통해 T_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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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이상으로, 할당상태(406)의 한 특정 다중 경로의 SNR 보다 큰 이행하는 SNR 품질을 갖는 경우, 잠재상태(404)
로 분류된 신호는 할당상태(406)로 상승하며, 할당상태(406)로 분류된 신호는 잠재상태로 강하한다. 상기 두 신호가 
할당과 잠재상태사이를 절환하는 경우, 복조 핑거에 한 다중 경로 신호에서 다른 신호가 재할당된다. 또한, 한 신호 SN
R 차이가 T_COMP와 N_COMP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기 두 신호는 원래의 상태로 분류를 유지한다. 이들 두 
임계치의 목적은 할당상태(406)로 분류된 신호만을 시간축에서 일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향상된 품질을 갖는 신
호로 대체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 신호들의 품질이 아주 유사할 때, 그 신호에 대한 상태의 일정한 
절환 즉 스래싱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소정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넓은 범위의 T_COMP 및 N_COMP 값의 
이용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T_COMP 및 N_COMP는 T_ACCEPT 및 T_ACCEPT에 의거하여 정적으로 될 수 있거나, 
할당상태(406)로 분류된 신호의 실제의 SNR 값에 의거하여 동적으로 될 수 있다.
    

    
강하칼럼(440)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의 경우에 한 상태로부터 강하하는 프로세스는, 상태(402-406)로 분류
되어진 신호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단계 422에서는 상기 신호가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시간 임계치 즉 
N_REJECT이상의 도 2에 도시된 T_REJECT 즉, 다중 경로 REJECT 이하인 SNR을 갖는지가 질의된다. 할당상태(4
06)로 분류된 신호가 N_ACCEPT 임계치를 만족하는 T_REJECT이하인 이행하는 SNR 품질을 갖는 경우, 이 신호는 
할당상태(406)로부터 강하해서 단계 450에서 거절된다. 또한, 할당상태(402)로 분류된 신호가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N_REJECT 이상 T_REJECT이하인 이행하는 SNR 품질을 갖는 경우, 이 신호는 할당상태(406)로 분류를 유지한다. 
한 신호가 할당상태(406)에서 강하하는 경우, 복조 핑거는 개방 즉 할당해제되어 단계 430에서 잠재상태(404)로 분
류된 신호가 상위의 할당상태(406)로 분류될 수 있다.
    

    
단계 444의 프로세스는 단계 422의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단계 444에서 상기 신호가 연속적인 SNR측정을 통해 N_R
EJECT이상 T_REJECT 이하 즉, 다중 경로 REJECT 임계치 이하인 SNR을 갖는지에 대한 질의를 판별한다. 잠재상태
(404)로 분류된 신호가 연속적인 측정에서 N_REJECT이상 T_REJECT 이하인 이행하는 SNR 품질을 갖는 경우, 신호
는 잠재상태(404)에서 강하하여 단계 450에서 거절된다. 또한, 잠재상태(404)로 분류된 신호가 연속적인 측정에서 
N_REJECT이상 T_REJECT 이상인 이행하는 SNR품질을 갖는 경우, 신호는 잠재상태(404)의 분류를 유지한다.
    

    
단계 446의 프로세스는 단계 442의 프로세스와 유사하지만, 시간 임계치 기준이 없다. 단계 446에서는 상기 신호가 
T_ACCEPT이하인 SNR을 갖는지에 대한 질의를 판별한다. 임시상태(402)로 분류된 신호가 T_ACCEPT이하인 이행
하는 SNR품질을 갖는 경우, 이 신호는 임시상태(402)에서 강하하여 단계 450에서 거절된다. 또한, 임시상태(402)로 
분류된 신호가 연속적인 측정에서 T_ACCEPTT이상인 이행하는 SNR품질을 갖는 경우, 신호는 임시상태(402)의 분류
를 유지한다.
    

    
단계 400에서 이용된 시간 임계치는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적합한 임계치를 만족하는 점에서 작동되는 각종의 타이며 또
는 카운터를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단계 442와 444에서 필요시 되는 잠재상태 및 할당상태와 관련한 
각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해 각각의 타이머를 유지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통신장치(200)의 하드웨어부분(220)에서 실
시된 다중 경로 REJECT 타이머는 긴 기간의 페이딩채널의 페이딩 지속시간을 측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 타이머
는 다중 경로 거부 임계치가 만족되면, 즉 다중 경로의 신호의 품질이 임계치 T_REJECT이하로 강하하는 경우 초기화
되며, 다중 경로 신호가 임계치 T_REJECT를 초과하면, 리세트되어 디스에이블된다. 각종의 디폴트 및 만료값은 제로 
임계치 설정을 수용하도록 여러 차례 설정될 수 있다.
    

    
도 4의, 신호들을 몇 가지 상태로 분류 즉, 신호품질을 상승 및 강하시키는 프로세스는 본 실시예에서 도 2에서 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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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은 펌웨어(210)에 의해 실행된다. 즉 상태는 통신장치(200)의 메모리(216)의 RAM 부분(218a)에 기록될 수 
있다. 펌웨어를 이용함으로써, 복조 핑거를 관리하는 본 발명은 발전, 발견을 지속하는 특정의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신
속하고, 용이하게 변형될 수 있다. 신호들의 상태로의 분류는 플랙을 이용하거나, 메모리 레지스터를 상태에 할당하는 
등의 각종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데 사용된 프로세스의 플로우차트가 도시되는
데, 프로세스 5000 실시예를 이용함으로써, 본 발명은 스래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적인 복조 및 결합동작에 이동 
전화에서 수신된 모든 다른 다중 경로 신호로부터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실시예는 프로세
스 5000을 CDMA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지만, 본 발명은 시간추적을 요하는 임의의 통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 5000은 단계 5002에서 시작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5002에서 다중 경로 신호가 통신장치에서 수신된다. 일 
실시예에서 단계 5002는 도 2에 도시된 하드웨어(220)에 의해 실행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1a에 도시한 다중 
경로 신호는 도 2의 안테나(202)와 송수신기(204)에 의해 수신된다. 단계 5002에 이어서 프로세스 5000은 단계 50
04로 진행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5004에서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가 도달시각과 신호세기에 의해 입수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는 본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도 2의 통신장치(200)의 탐색기부분(224)에 의해 실행된다. 단계 5004에 이어서 
프로세스 5006으로 진행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5006에 있어서,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해 SNR비율이 결정된다. 단계 5006은 일 실시예에 있어
서, 본 분야에 공지된 바와 같이, 도 2의 통신장치(200), 펌웨어부분(210)과 함께 탐색기부분(224)에 의해 실행된다. 
본 실시예는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의 품질을 판별하는데 SNR품질을 이용하지만, 본 발명은 다른 기준에도 적합하다. 
단계 5006에 이어서 프로세스 5000은 단계 5008로 진행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5008에 있어서,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는 복수의 상태중 한 상태로 분류하도록 평가된다. 단계 500
6은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2의 통신장치(200)의 펌웨어부분(210)에 의해 실시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프로세스 
400은 복수의 상태중 한 상태로의 신호의 분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한 상태로 분류하기 위한 신
호를 평가하는 기준과 각종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적합하다. 단계 5008에 이어서 프로세스 5000은 단계 5010으로 진
행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5010에 있어서, 신호의 상태가 복조를 위해 수용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판별한다. 입수한 다중 경
로 신호의 상태가 복조를 위해 수용가능한 경우, 프로세스 5000은 단계 4012로 진행한다. 또한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
의 상태가 복조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프로세스 5000은 종료한다.

본 실시예의 단계 5012에 있어서, 다중 경로 신호가 복조동작을 위해 제공된다. 단계 5012는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2의 펌웨어(210) 및 하드웨어(220)에 의해 실시된다. 특히, 입수한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타이밍 필요조건이 펌웨어
(2120)로부터 통신장치(200)의 레이크 수신기(226)의 복조 핑거 즉, 핑거(221-223)중 하나로 제공되어 소정의 다
중 경로 신호를 복조가능하게 한다. 단계 5012에 이어서 프로세스 5000이 단계 5014로 진행한다.

    
프로세스 5000은 다수의 유효한 타이밍 팩터를 수용하도록 반복될 수 있다. 실시예에 있어서, 액티브 세트의 할당상태
의 파일럿 신호와 복조에 이용할 수 있는 잠재상태신호가 한 비지트(visit)시 샘플화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신호들은 모든 또는 일부의 액티브 세트의 파일럿 신호를 측정할 때마다, 탐색기간에 수차례 비지트된다. 액티브 
세트의 최소탐색율을 보장하도록 이동국은, 액티브 세트의 모든 파일럿 신호의 세기 및 의사노이즈(pseudonoise;PN) 
위상이 주기당 하나이도록 액티브 세트용 하나의 주기적인 탐색타이머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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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300을 위해, 메모리(222)에 저장된 단계 및 데이터에 대한 많은 명령을 프로세서(220)를 이용하여 실행한
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 장치는 ROM과 같은 영구메모리이거나, RAM과 같은 일시 메모리 일 수 있다. 메모리(216)는 
또한 하드 드라이브, CD-ROM 또는 플래시메모리 등의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타입의 메모리장
치일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214)는 현재의 시스템프로세서로 될 수 있거나, 전용의 디지털신호처리기(DSP)프로세
서 일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명령은 마이크로프로세서나 일부 다른 상태 머신(state machine)을 이용하여 실행한다.
    

    
프로세스 5000에 도시된 복조 핑거 관리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로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 발명은 동적 
관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5000에 사용된 임계치는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임계치는 일 실
시예에 있어서 변경될 수 있다. 임계치는 메모리(216)의 ROM(218b) 또는 RAM(218a)으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임
계치는 상기 소자 제조시, 명령 및 데이터를 통해 제공 또는 변경될 수 있거나, 상기 소자가 유저에게 서비스 중인 동안 
그 소자에 전송될 수 있다.
    

    
본 실시예의 프로세스 5000은 제단계의 특정 시퀀스와 양을 나타내지만, 본 발명은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프로세스 5000에 있는 모든 단계가 본 발명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의 단계에 추가의 단계가 부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상기 단계의 시퀀스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 5000이 단일의 일
련의 프로세스로서 도시되었지만, 이 프로세스는 또한 연속 또는 병렬 프로세스로서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료단
계로의 진행대신에 프로세스 5000은 제 1 다중 경로 신호에 대한 단계 4012를 완료한 후에 제 2 다중 경로 신호처리
를 위해, 시작단계로 복귀될 수 있다.
    

    
프로세스 5000의 단계들의 많은 명령과 데이터 입출력은 도 2에 도시한 메모리(216)와 프로세서(214)를 이용하여 실
행된다. 본 실시예의 메모리장치(216)는 ROM(218b)과 같은 영구 메모리 또는 RAM(218a)과 같은 임시 메모리일 
수 있다. 메모리(216)는 또한 하드드라이브, CD-ROM, 또는 플래시메모리 등의 프로그램 명령을 포함할 수 있는 임의
의 다른 타입의 메모리장치일 수 있으며, 또한 프로세서(214)는 전용제어기, 현재의 시스템 프로세서 또는 전용 디지
털신호처리기(DSP) 프로세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명령은 상태 머신의 몇 가지 형태를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한 실시예를 고려할 때, 본 발명은 무선디지털통신의 용량, 충실도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복조 핑거의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할당 및 할당해제를 하는 복수의 상태를 갖는 리스트의 
다중 경로 신호 관리를 통해 이동 전화가 제공하는 신호를 개선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연속적인 복조 및 결합동작
을 위해 이동 전화에서 수신된 모든 다른 다중 경로 신호로부터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스래싱의 영향이나 데이터의 손실을 주지 않고 유효하게 실시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일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지 않으며, 이하의 부속청구범위의 
사상 및 영역을 일탈치 않는 범위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여러 가지로 수정 및 변형실시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복조기 및 하나 이상의 탐색기를 구비하는 무선통신 수신장치내의 다중 경로 신호리스트에 있는 복수의 상태에
서 다중 경로 신호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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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기 무선통신 수신장치에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b)상기 무선통신 수신장치의 상기 탐색기에서 복조를 위한 충분한 신호세기를 갖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구하는 단계
;

c)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의 도달시각을 측정하는 단계;

d)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SNR)레벨을 측정하는 단계;

e)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가 상기 도달시각에 의거하여, 다중 경로리스트에 있는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로서 
식별된 경우, 상기 도달시각과 상기 신호 대 잡음비로서 다중 경로리스트를 갱신하는 단계;

f)복수의 상태중 한 상태로 분류를 위해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새롭게 구한 다중 경로 신호를 식별하고, 이 
새롭게 구한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평가하는 단계;

g)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복수의 한 상태로부터 다른 한 상태로 이동시키도록 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상기 현
재의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평가하는 단계;

h)상기 상태에 의거하여 복조동작을 위해,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단계;

i)상기 신호 대 잡음비에 의거하여 상기 다중 경로리스트로부터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한 신호를 선택적으로 거절하는 
단계; 및

j) 상기 c) 내지 i) 단계를 반복실행해서 상기 단계b)에서 구한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통신 수신장치는,

상기 다중 경로 신호를 탐색하기 위한 상기 하나 이상의 탐색기중 한 탐색기;

상기 복수의 복조기중 한 세트의 복조기;

상기 탐색기에 접속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된 컴퓨터 판독가능 메모리장치를 구비하는데, 이 메모리장치는, 상기 프로세서를 통해 실행되며, 
이 프로세서로 하여금 상기 단계들을 실행케 하는 프로그램명령을 내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전자장치에 의해 상기 방법을 실행케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를 내장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의해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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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상태는 3개의 계층적 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상태는 할당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할당상태와 관련된 신호가 액티브 복조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6.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상태는 잠재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할당상태와 관련된 신호가 액티브 복조동작을 위해 동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이후의 복조동작을 위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상태는 임시상태를 포함하며, 상기 임시상태가 액티브 복조동작을 위해 동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이후의 
평가에 있어 잠재상태로 분류를 위한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는 그 신호의 SNR레벨에 따라 단계 d), f) 및 g)별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는 그 신호의 SNR레벨이 소정의 시주기 이상인 시주기에 따라 단계 d), f) 및 g)
별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는 그 신호의 SNR레벨이 소정의 임계치 레벨 이상인 측정 수에 따라 단계 d), f) 
및 g)별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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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는 그 신호의 SNR레벨이 제 2 소정의 임계치 레벨 이하인 시주기에 따라 단계 i)에
서 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는 그 신호의 SNR레벨이 제 2 소정의 임계치 레벨 이하인 측정수에 따라 단계 i)에
서 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13.

제 5 항에 있어서,

k)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가 상기 할당단계로 분류된 경우, 상기 복조동작을 위해, 상기 신호를 인에이블링 
하는 단계;

l)상기 다중 경로 신호중 상기 한 신호가 거절되는 경우, 상기 복조동작을 위해, 상기 신호를 디스에이블링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내지 h)는 상기 무선통신장치의 복조기의 수와 같거나 그 이상인 다중 경로 신호의 량을 제공하도록 시간
에 따라 대칭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청구항 15.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순방향 링크의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통신 수신장치의 다중 경로 신호를 관
리하기 위한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경로 신호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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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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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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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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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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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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