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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파수 오프셋 및 잡음을 보상하는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및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적응
획득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퓨리에 변환을 사용하고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과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CDMA 직접 시퀀스 분산 스펙트럼(DSSS) 시스템용의 개선된 의사잡음 (PN) 코드 획득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신호대 잡음비(SNR)는 신호 검색 과정을 중단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성되어 사용된다. 퓨리에 변환은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기 위해 ASIC 하드웨어에서 실행된다. 하드웨어의 더 빠
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퓨리에 변환은 퓨리에 변환의 고유 벡터의 정규부호(디지트자리)표시를 이용하여 이동 및
덧셈 동작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특히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 검출 가능성은 증가되고, 허위 경보 가능성은 상당
히 감소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DS 단일 휴지 직렬 슬라이딩(single dwell serial sliding) 획득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퓨리에 변환 지원 연속 감시 검색 상관관계(FTACMSC: Fourier Transform Aided
Continuous Monitoring Search Correlation) 획득 알고리즘을 도시하고 있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FFT(Fast Fourier Trnasform)를 하드웨어로 실현하는 것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신호 검출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FFT 결정에 사용되는 단계를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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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및 직접 시퀀스 분산 스펙트럼(DSSS: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시스템용 의사잡음코드 획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백색
가우스 잡음 및 주파수 오프셋(offset)의 두 상황에서 기능을 개선시키고, 검색과정 중단과 검색율 조정의 시기를 결
정하기 위해 신호대 잡음비(SNR)를 결정하는 획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획득 시스템들은 동기 및 획득 과정 중 주파수 오프셋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송신된 의사잡음(PN) 신호와
수신된 의사잡음 신호의 부분적인 상관관계의 코히어런트하지 않은(non-coherent) 추가를 사용한다. 분산 스펙트
럼 통신시스템에 있어 동기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신된 신호의 복조를 위해 의사잡음 (PN) 코드를 조합하는 것이
다. 이러한 기능은 수신기에서 PN 신호의 국부적인 복제를 생성하고, 그런 후에 들어오는 수신된 신호상에 겹쳐지
는 PN 신호에 국부 PN 신호를 동기화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동기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획득이
라 명명되는 제 1단계는 하나의 코드 칩 간격 사이에서 두 개의 코드를 거친 시간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된
다. 다음으로 트랙킹(tracking)이라 명명되는 제 2단계가 처리를 인계받아, 피드백-루프를 통해, 겹쳐진 PN 신호와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 사이에서 가능한 최상의 파형 조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본 발명의 초점은 동기 시스
템의 획득양상에 존재한다.

동기(또는 획득)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검출기 및 다른 응용분야에서 결정전략을 사용하는 많은 구성
이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동기화 구성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신된 신호와 국부적으로 생성된 신호가 두 신호사이의
유사치를 산출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유사치는 신호들이 동기 중에 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해서 임계값과 비교된다. 만약 동기가 검출되면, 트랙킹-루프가 처리를 인계 받는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도 없다면, 획득 절차는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코드의 위상변화를 제공하고 다른 상관관계는 수신기의 PN 신
호의 가능한 모든 위상을 통한 조직적인 검색의 일부로써 시도된다.

획득의 속도와 정확도는 CDMA 수신기들의 성능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초기의 코드 획득은, 일
반적으로, 낮은 SNR, 주파수 생성기(수정 발진기)의 결함으로 인한 주파수 오프셋, 도플러 주파수 이동 및 페이딩
환경과 같은 시스템 성능 손상요인들 때문에 임의의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수행되기에는 가장 어려운 기능이
다.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낮은 SNR 및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 획득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다.

가장 가능성 있는(maximal likelyhood) 접근방법은 종래의 접근법, 특히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 상
황을 다룰 때의 가장 강력한 획득 접근법이다. 그러나,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큰 처리이득을
갖는 긴 PN 코드에 대해서, 병렬 실행의 복잡도 또는 직렬 실행에서의 전체적인 코드 공간의 검색시간은 간혹 너무
과도하다.

제 2의 해결방법은 동기가 이루어지는 때를 결정하는 연속적인 결정 과정으로 PN 코드 사이의 시간 차이를 선형적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수행되는 직렬의 검색에 사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또한 단일 휴지 슬라이딩 획득(single
dwell sliding acquisition) 시스템으로써 문헌에서 언급되고 도1에 도시되어 있다. 동기에 대한 테스트는 임계값을
교차하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전에 논의된 가능한 직렬의 가장 가능성 있는 획득 시스템(전체적인 스펙트럼의
검색을 요구하는)과 비교되었을 때, 이 구성은 동기의 검출에 있어서의 감소된 정확도에 반해 더 짧아진 획득시간으
로 절충한다.

이러한 종래의 직렬 검색(혹은 알고리듬)은 동기의 검출을 위해 사전에 결정된 고정 임계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해
당 분야 기술에서 공지된 것처럼, 직렬의 검색방법(혹은 시스템)의 최고의 획득성능은, 임계값에 대한 최적의 값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실질적인 통신 환경에서, 최적의 임계값은 한 시간 및 한 장소로부터 다른 시간 및 다
른 장소까지 다를 수 있는 SNR의 함수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통신 상황에서, 결정임계값을 결정하기 위한 자동레벨제어는 직접 시퀀스 분산 스펙트럼 수신기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결정임계값에 대한 자동조절을 제안하는 문헌이 개시되었는데, 이들은 S.
Chung과 S.Czaja에 의해 출원된 미국특허(제 5,440,597호), S.Chung의 "자동결정임계값레벨제어를 갖는 새로운
직렬의 검색 획득 방법", (VTC에 대한 IEEE. 국제 회의 회보, 530-536쪽, 1995년 7월), S.G.Glisic의 "정합필터링
에 기초한 직접시퀀스 스펙트럼 시스템에서의 자동결정임계값 레벨제어(ADTLC)"(통신에 대한 IEEE 회보, Vol.36,
519-528쪽, 1988년 4월) 및 S.G.Glisic의 "직접시퀀스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에서의 자동결정임계값 레벨제어
(ADTLC)"(통신에 대한 IEEE 회보, 187-192쪽, 1991년 2월)등을 포함하고, 각각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써
병합된다. 이러한 제 3 및 제 4의 자동임계값 제어 알고리즘은 두 개의 병렬 신호 에너지 검출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에서의 잡음의 특성을 활용한다. 잡음 특성은, 두 개의 병렬 신호 검출기에 국부 PN 코드의 두 개의 시간 변형된 버
전을 인가하고, 검출기의 두 출력으로부터 더 작은 신호 에너지를 선택함으로써, 수신된 신호를 조합(dispreading)
하여 얻어진다. 다음으로 이들 자동임계값 제어알고리듬은 그들의 결정임계값을 제어하기 위해 필터링 된 잡음 통
계치 버전의 순간적인 잡음특성을 이용한다. 이들 알고리즘은 또한 예상되는 SNR이나 통신 상황에 기초한 설계 매
개변수의 최적화를 요구하고, 그런 까닭에 여전히 신호에 완전히 적응적이지는 않다. 제 2의 이러한 자동제어 알고
리즘은 신호 적응 알고리즘이고, 실시간 잡음과 신호 추정치를 추정하고, SNR 추정치에 기초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시간 SNR 통계치를 이용한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획득 시스템은 더욱 믿을 수 있는 획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
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획득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AWGN 환경의 문제점을 처리하는 많은 획득 방법들이 공포되어 왔지만,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
마주쳤던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획득 방법은 공포되지 않았다. 따라서, AWGN과 주파수 오프셋 문제점 모

등록특허 10-0473679

- 2 -



두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AWGN과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 기존 획득 방법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획득 방법을 제공
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CDMA 및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적응 획득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CDMA 및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
한 개선된 적응 획득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특히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도 검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허위경보 가능성을 상당히 감
소시키는 CDMA 및 분산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적응 획득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는 것을 촉진하고, 따라서 검출 가능성을 개선하며 허위경보 가
능성을 줄이기 위해 퓨리에 변환을 사용하는, CDMA 및 분산 스펙트럼 시스템을 위한 개선된 적응 획득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대부분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분명하고 명백해 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본 발명에 따라, 개선된 적응획득 시스템은 CDMA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공되며, 주파수
오프셋 bin상에 부분적인 상관관계의 코히어런트한 부가를 이용함으로써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고 에너지를 결정
하기 위해 부분적인 상관관계에 있어 퓨리에 변환을 사용한다. 그후, 본 발명의 획득 시스템은 신호 및 잡음의 통계
치를 이용하여 최적의 임계값을 적절하게 추정함으로써, 상기 임계값에 근거한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 이 임계값은
가장 가능성 있는(ML) 추정치를 이용하여 추정된다. 이 임계값은 직렬의 검색(SS) 획득에 적용되고 갱신된 임계값
과 현재의 신호 세기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린다.

본 발명의 새로운 획득 방법에 따라서, 고속 퓨리에 변환(FFT) 과정은 AWGN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획득과정 중에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게 위해 사용된다. 새로운 획득 시스템은 몇 가지 종래 기술과 다
수의 새로운 특성을 이용한다. 종래의 특성은 신호 검출 및 추정 등과, SNR 추정에 이용되는 잡음 에너지 추정기를
포함한다. SNR은 최적의 임계값과 해당 허위 경보율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상기 허위 경보율은 동기화 후보의
검출 후, 검색 중단 과정 이전에 테스트 될 잡음 bin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본 발명의 새로운 획득 시스템은 주파수 오프셋 추정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특징을 포함하는데, 상기 주파수 오
프셋 추정기는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시퀀스와 수신된 신호상에 겹쳐진 PN 신호 사이의 부분적인 상관관계에 고
속 퓨리에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주파수 오프셋 추정치를 결정한다. FFT는 하드웨어에서 실행되고, 고속처리를 위
한 곱셈연산 대신에 이동 및 덧셈 연산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제 1휴지(the first dwell))에 기
초한 계산으로부터 얻어진 추정된 SNR은 상관관계의 긴 길이(제 2휴지)에 기초한 계산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
기 위해 이용된다. 상관관계의 긴 길이(제 2휴지)로부터 얻어진 추정된 SNR은 검색 처리를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하
기 위해 보조 매개변수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처리는 획득을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게 한다. 긴 상관관계 신호
(제 2휴지)경로에서 추정된 SNR은 더욱 신뢰할 만한 상관관계를 허용한다. 상기 획득 처리의 출력에서 얻어진 추정
된 SNR은 검색율을 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것은 전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슬롯(slotted)모드 중에 또는 획득 과
정의 개시 시점에 파일럿 신호의 검색율 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된 새로운 획득 시스템은, 만약 수신된 신호와 국부적으로 생성된 신호 사이의 PN 시퀀스가
동기적이라면, 일부 상관관계에 FFT 절차를 적용하고 주파수 오프셋 bin의 에너지를 추정한다. 종래의 가장 가능성
있는 시스템들과는 달리,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된 시스템은, 믿을만한 확실한 동기가 전체 PN 공간을 검색할 필요
없이 검출될 때면, 언제든지 결정한다. 종래의 직렬 검색 시스템과는 달리, 본 발명에 따라서 구성된 새로운 획득 시
스템은 신호에 의존하는 적응 최적임계값을 사용하고 신호가 획득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획득 과정을 중단한다.
이러한 과정은 획득절차의 부산물로써 얻어진 추정된 SNR과 적절한 획득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증논리회로를 사
용한다. 본 발명에 따른 FFT 과정을 이용함으로써, 획득방법은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도 종래의 획득방법에 비해
서 상당히 더 빠른 획득을 이룬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 설명에서 예시될 구성의 특성, 요소들의 조합 및 성분들의 배열을 포함하며 본 발명의 범위
는 청구항에서 명시될 것이다.

본 발명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 이하에 나오는 설명부분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기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 퓨리에 변환 지원 연속 감시 검색 상관관계(FTACMSC: Fourier Transform Aided
Continuous Monitoring Search Correlation) 획득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도 2를 우선 참조한다. 도 2에 도시된 것
처럼 본 발명에 따른 획득 시스템은 상관관계 길이가 N1인 짧은 제 1 상관기(short correlator)와 상관관계 길이가
N2인 길이가 긴 제 2 상관기(long correlator)를 사용한다. 획득 시스템은 또한 짧은 상관기와 긴 상관기의 출력과
의 비교를 위한 4개의 적응 임계값(Tsc1, Tsd1, Tsc2, Tsd2)을 각각 사용한다. 도 2의 블록도에서 임의의 수의 블
록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그러나, 바람직한 실시예 블록(200∼212, 226,
228, 236, 238 및 240∼256)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도 2에서 도시되는 것처럼, PN 코드신호(S(t))와 잡음(n(t))의 합은 신호(S20)로서 수신되고 수신기의 곱셈 노드
(201)에서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코드와 곱하여 진다. 상기 결과는 블록(200)에서 부분 상관관계 크기(Np)의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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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급된다. J개의 부분 상관관계 값은 블록(202 및 204)에서 상기 부분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 과정을 N1
개의 샘플에 대한 시적분(trial integration)(혹은, 단(short) 적분)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진다. 이러한 과정의 완료 후
에, L~J개의 "0"는 블록(206)에서의 상관관계 버퍼에 위치한다. 그 때 L포인트 FFT는 블록(208)에서 결정된다. J와
K의 수는 ASIC 하드웨어에서 J=N1/(부분 상관관계 크기, Np) 와 K=N2/(부분 상관관계 크기, Np)를 각각 취함에
의해 얻어진다. ASIC 하드웨어에서 FFT의 실행은 이제 도 3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3에서 보듯이, FFT는 다음에서처럼 단지 비트 이동 및 가산 동작을 사용하여 하드웨어에서 실행된다. 한 예로써,
8포인트 FFT 실행이 기술되어 졌지만, 다른 포인트의 FFT 실행도 본 발명의 사상의 범주에서 벗어남이 없이 사용
될 수 있다. 우선, L=8인 부분 상관관계 값들(R(1), R(2),....., R(8))은 획득 과정(도 2의 블록 202 와 206)으로부터
얻어진다. 이 때, 이러한 상관관계 값들은 다음과 같이 L FFT 입력 버퍼의 입력으로써 저장된다:

8포인트 FFT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 3 에서 도시된 것처럼 3단계 FFT 나비선도(butterfly)가 요구된다. 기호
Wj는 도 3에서의 FFT에 대한 고유벡터(eigen vector)를 나타낸다. Wj의 값은 다음과 같다.

고유 벡터의 값은 다음과 같이 비트 이동과 합산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제 5의 주파수 bin(X3(4))의 에너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예를 통해) 구해질 수 있다. 다른 주파수 bin의 에너지 값

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간략화를 위해, 기호 가 사용될 수도 있다. 0.70703Z의 결과는 도 5에서 도시되는 것
처럼 다음의 10단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위에서 숫자 0.70703Z는 다음의 합성 연산(synthesize operation)을 사용함으로써 단지 하드웨어 덧셈, 뺄셈 및 비
트 이동을 이용하는 본 발명에 따라 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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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를 1비트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여 A를 구함:

(2) Z에서 A를 감산함으로써 B를 구함:

(3) B를 1 비트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여 C를 구함:

(4) Z에 C를 가산함으로써 D를 구함:

(5) D를 2 비트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여 E를 구함:

(6) Z에서 E를 감산함으로써 F를 구함:

(7) F를 2 비트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여 G를 구함:

(8) Z에 G를 가산함으로써 H를 구함:

(9) H를 2 비트만큼 우측으로 이동하여 I를 구함:

(10) Z에서 I를 감산함으로써 J를 구함: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J=0.70703Z의 값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실행을 통해서,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연산인 덧셈, 뺄셈 및 비트 이동만을 이용하여 FFT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도 2와 단계(208)를 다시 한번 참조하면, L은 FFT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단계의 최소 수인 2의 제곱(power
of 2)이며, 적어도 (J+K)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한다. 단계(210)에서, 주파수 영역 에너지는 Z1을 모든 L개의 주파수

bin의 전체(S(n))에서 최고 에너지로 지정함으로써 구해질 수 있고, 여기서 n=1,2...,L이다. 만약, 단계(212)에서, 임
의 시간(t)에서의 주파수 영역 에너지 출력 값이 신호검출 임계값(Tsd1)의 1-X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여기서 X는
1/16과 1/8의 사이 값이며, 위의 숫자는 시간 t-1까지 사전에 구해진 최대 에너지 출력), 단계(214)에서 획득 시스
템은 제 1주파수 영역 최대 에너지 출력(Z1)과 신호 구분 임계값(Tsc1)을 비교한다(여기서 Tsc1은 잡음 추정치와

신호 검출 임계값(Tsd1) 사이의 최적의 임계값이다.). 만약 제 1주파수 영역 에너지 출력(Z1)이 신호 구분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그 때는 단계(232)에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잡음 bin 카운터(혹은 부정확한 셀 카운터)의 값(m)을 "0"
으로 리셋 시킨다.

그 때 단계(234)에서 상기 획득 시스템은 모든 PN 위상이 검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위상(i)과 모든 PN
공간(space)(q)에서의 PN 위상의 수를 비교한다. 상기 "q"는 칩분해도(chip resolution)에 의해 분리된 PN 공간의
총 수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절반-칩 분해도(half chip resolution)가 사용된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PN 위상(i)이 PN 공간의 총수(q)에 이르면, 그 때 획득 시스템은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검증논리회로(verification
logic)(이하에 설명될)가 적용되는 단계(224)로 진행하도록 제어되며 상기 과정이 완성된다. 이것은 획득 시스템이
모든 가능한 PN 공간을 검색하고, 그때 신호, 즉 결정품질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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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현재의 PN 위상(i)이 PN 공간의 총수(q)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 단계(224)에서 "i"는 "q"와 같지 않
고, 제어는 단계(236)로 진행한다. 단계(236)에서 국부적으로 생성된 코드 신호의 위상은 칩의 절반만큼 변형되고
단계(238)에서 새로운 PN 코드가 생성되고, 상관관계가 재시험된다.

만약 단계(214)에서 제 1 주파수 영역 에너지 출력(Z1)이 신호구분 임계값(Tsc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 1휴지에

대한 잡음 추정치는 단계(216)에서 주파수 영역 에너지 출력을 잡음 추정기(1-폴 (IIR) 혹은 평균 연산기)에 공급함
으로써 갱신되고, 잡음 bin 카운터(m)는 단계(218)에서 1만큼 증가된다. 잡음 bin 카운터(m)는 그때 단계(220)에서
임계값(M)과 비교된다. 임계값(M)은 동기화 후보 검출 후, 검색을 중단하기 전에 카운트될 잡음 bin(또는 부정확한
셀)의 사전에 결정된 수이다. 상기 임계값(M)은 이제 설명되는 것처럼 허위 경보 확률(false alarm probability)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결정된 본 발명의 새로운 획득 알고리듬의 주요 시스템 매개변수들은 신호구분 임계값과 신호 후보 검출 후 검색과
정을 중단하기 전에 테스트 될 부정확한 셀들의 수이다. 이산 시스템에서의 복소 신호 검출기의 일반적인 형태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에서, 수신기로의 입력 신호(rk)는 PN 코드 신호(pk)와 곱해진다. 곱해진 후의 출력(yk)은

N개의 칩에 대해 코히어런트하게 합산된다. 수신된 신호(rk)와 국부적으로 발생된 PN 신호(pk)는 다음과 같이 모델

링된다.

,

여기서 는 전송된 PN 신호이고 nk는 잡음이다. 아래첨자 은 전송된 PN 신호의 오프셋이다. 곱해진 출력(yk)

은 동기 가설(synchronization hypothesis) (=H1), 즉 에 대해 다음의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되고,

비동기가설 (=H0), 즉 에 대해 다음의 수학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아래첨자 c와 s는 신호의 실수부 및 허수부를 의미하고, 아래첨자 k는 코히어런트 적분 구간에서의 k번째의 샘플을

의미한다. nck 및 nsk는 편차 에 따른 평균값이 "0"인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고 EC가 칩당 에너지인 경

우 이다. yck및 ysk는 편차 에 따른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나타내고 가설(H1또는 H0)에 따른 두 평균

값임을 기억하자. N개의 칩까지의 yk의 합인 y는 다음의 수학식 3과 같이 산출되고,

여기서 yc및 ys는 신호가 속하는 가설에 따라 NA 혹은 "0"의 평균값 및 편차 을 갖는 가우시안 랜덤 변

수이다. 제곱법 포락선 추정기(square law envelop estimator)의 출력에서의 에너지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yc와 ys는 통계상으로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한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기 때문에, 에너지( )는 두 자유도를 갖는

비중앙적인(가설 H1에 대해) 카이-스퀘어(chi-square) 분포나 중앙적인(가설 H0에 대해) 카이-스퀘어 분포를 갖

는다. 가설 H1 셀에 대해, 에너지( )의 확률밀도함수(pdf)는 에너지( )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여기서 은 다음의 식으로 구해진다.

의 평균값은 다음의 수학식으로 구해지며,

I0(.)는 제 1종류의 "0"차수 변형 베셀 함수(zero order modified Bessel function of first kind)이다. 적분후에 파

일럿 신호를 놓칠 확률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일반화된 말컴(Marcum)Q함수이다. 가설 H0 셀에 대해, 에너지( 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의 평균값은 다음의 식으로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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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후에 허위경보 확률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최적의 임계값은 수학식 11의 허위경보 확률과 같은 수학식 8의 놓칠 확률의 원인이 되는 의 값을 결정
함으로써 구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집약적인 과정은 본 발명에서의 실시간 적용에 있어서는 실용적이지 못
하다. 따라서, 실시간 적용에 있어서 임계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발견적 해결방법(heuristic approach)이 채택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서, 참조(reference)는 이전 섹션의 새 획득 시스템 동작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호 에너지(혹
은 최대 상관관계기 출력)는 신호검출 임계값 및 잡음 에너지가 잡음평균필터의 출력에서 얻어질 때 구해진다. 신호
검출기에 의해 검출된 신호 에너지는 순간적인 신호 에너지이고 수학식 7의 신호 에너지의 대략적인 추정치로 사용
된다. 잡음평균필터의 출력에서의 잡음 신호 에너지는 수학식 10의 잡음 신호 에너지의 추정치이다. 실시간 적응 신
호 구분 임계값은 신호 에너지 추정치와 잡음 에너지 추정치의 평균값으로써 얻어진다.

해당 허위경보 확률은 수학식 11의 z대신에 수학식 12의 임계값 Tsc을 이용하여 구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서 SNR 추정치는 수학식 7의 신호 에너지 추정치 TSD 및 수학식 10의 잡음신호 에너지 추

정치 을 사용하여 구해진다.

따라서, 추정된 SNR 및 그것의 해당 신호구분 임계값에 따라, 허위 경보 이벤트가 허위 경보율로 발생할 것이고, 그
것은 허위 경보 확률의 역수이다. 유사적으로, 사전검증을 위한 신호검출 후에 테스트 될 부정확 셀의 수 (Cn)는 허

위 경보 확률에 따라서 허위 경보율의 한 배 또는 두 배로 추정된다.

위의 수학식에서 CN은 위에서 언급된 M과 등가이다.

따라서, 단계(220)에서, 만약 잡음 bin(혹은 부정확한 bin)카운터(m)가 임계값(M)(위에서 CN으로 계산된)을 초과

하였을 경우, 상기 획득 시스템은 단계(222)에서 제 2휴지의 SNR과 상수 임계값(Tse2)을 비교한다. 만약 SNR이
Tse2를 초과하였을 경우, 획득 시스템은 단계(224) (위에서 상술된 것처럼)에서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검증 논리회
로를 적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상기 획득 시스템이 신뢰성 있는 PN 코드 신호(혹은 셀)를 구하고 그 신호(혹은 결
정) 품질의 신뢰도를 테스트한 후에 잡음 bin의 적합한 수를 계산할 때 발생한다.

만약 단계(222)에서 상기 SNR이 Tse2를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획득 시스템은 단계(234)로 진행한다. 이와
유사하게, 단계(220)에서는, 만약 잡음 bin 카운터(m)가 임계값 M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획득 시스템은 단계
(234)로 진행하고 검색을 계속한다.

그때 단계(234)에서 획득 시스템은 모든 PN 위상이 검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위상(i)과 총 PN 공간에
서의 PN 위상의 수(q)를 비교한다. 상기 "q"는 칩 분해도에 의해 분할된 PN 공간의 총 수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
시 예에서는 절반-칩 분해도가 사용된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PN 위상(i)이 총 위상의 수 (q)와 같으면, 그때 획득
시스템은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제어는 단계(224)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검증논리회로(아래에 설명될)가 적용되고
과정이 종료된다. 이것은 획득 시스템이 모든 가능한 PN 공간을 검색하고 있고, 또한 상기 시스템은 신호, 즉 결정
품질을 테스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PN 위상 "i"가 총 위상 "q"와 같지 않으면, 그때는 단계(234)에서 "i"는 "q"와 동일하지 않을 것
이고 제어는 단계(236)로 진행한다.

단계(236)에서,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코드 신호의 위상은 칩의 절반만큼 증가(혹은 감소)되고, 새로운 PN 코드가

단계(238)에서 생성되며, 상관관계가 재시험된다. 상기 과정은 히트(hit)가 발생할 때 즉, 배의 제 1 신호 검
출(Tsd1)이 짧은 상관관계 적분간격(short correlation integration interval)으로부터 초과될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된다.

단계(212)에서, 만약 시간(t)에서의 주파수 영역 에너지 출력이 신호검출 임계값 (Tsd1)(여기서는 t-1 시간까지 사

전에 획득된 최대 에너지 출력)의 배를 초과한다면 (여기서 x는 1/16과 1/8의 사이의 값), 단계(226)에서 적
분기의 출력이 제 1신호 검출 임계값 (Tsd1)을 초과할 경우, 제 1 신호 검출 임계값 (Tsd1)은 단계(228)에서 적분
기의 출력값으로 대체된다. 제 1 신호 구분 임계값 (Tsc1)은 갱신된 (Tsd1)의 평균값 및 잡음추정기의 출력에서 얻

어진 잡음 추정치로 대체된다. 만약 적분기의 출력이 제 1신호 검출 임계값 (Tsd1)의 배를 초과하면(여기서
x는 1/16과 1/8의 사이의 값이고, 임계값(Tsd1)보다는 작은 값), 단계(228)는 생략되고 임계값은 갱신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계(230)에서, 획득 시스템은 제 1 휴지로부터 얻어진 SNR을 상수 임계값(Tse1)과 비교한다. 만약
SNR이 임계값(Tse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은 단계(232)에서 잡음 bin(혹은 부정확한 셀) 카운터(m)를 "0"

으로 리셋 시킨다. 그후, 위에서 기술된 것처럼, 단계(234)에서 라면, 획득 시스템은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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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24)에서 검증 논리회로를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획득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PN 공간을 검색하고 그리하여
서 신호의 신뢰성 및 결정의 품질을 테스트할 때 발생한다. 만약 단계(234)에서 "i"가 "q"와 같지 않다면, 단계(236)
에서 국부적으로 생성된 코드 신호의 위상은 칩의 절반만큼 변형되고, 새로운 PN 코드는 단계(238)에서 생성되며,
상관관계는 재시험된다.

만약 단계(230)에서 SNR이 임계값(Tse1)을 초과한다면, PN 코드 위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적분(휴지)기간은 단계
(240)에서 N2개의 샘플만큼 증가한다. 다음으로, 단계(242와 244)에서는, K개의 부분 상관관계 값은 N2개의 샘플
의 제 2(혹은 긴) 적분 구간에 대한 부분적인 상관관계 과정에 의해 구해진다. J+K개의 부분상관계 값을 제 1 및 제
2의 휴지로부터 구한 후에, 단계(202)에 대해서 상술한 하드웨어 처리과정을 이용하여, 단계(246)에서 상관관계 버
퍼에 L-J-K개의 "0"을 더하고, 단계(248)에서 ASIC 하드웨어 내에서는 L 포인트 FFT를 계산한다. FFT와 함께 사
용된 주파수 영역 에너지는 단계(250)에서 L개의 주파수 bin(S(n))상의(여기서 n=1, 2,...,L) 가장 큰 에너지를 선택
함으로써 구해진다.

단계(252)에서, 만약 제 2신호 검출 임계값(Tsd2)이 초과되었다면, 단계(254)에서 Tsd2는 제 2휴지의 주파수 영
역 에너지의 현 출력으로 대체된다. 또한 단계(220)에서 상술한 것처럼 신호 구분 임계값(Tsc2) 및 잡음 bin 카운터
임계값(M)은 단계(256)에서 갱신된다. 단계(232)에서 잡음 bin 카운터(m)는 "0"으로 초기화된다. 그후, 위에서 설
명한 것처럼, 단계(234)에서 "i"가 "q"와 같다면, 획득 시스템은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단계(224)에 검증 논리회로를
적용한다. 만약 단계(234)에서 "i"가 "q"와 같지 않다면, 그 때는 단계(236)에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 신호의 위
상은 칩의 반만큼 변형되고, 새로운 PN 코드가 단계(238)에서 생성되며, 상관관계가 재검사된다. 따라서, 정확한
셀 후보가 검출되고 이제 정확한 셀 후보 이후의 부정확한 셀의 수는 신뢰도 확인을 위해 계산된다.

만약 제 2의 신호 검출 임계값(Tsd2)이 단계(252)에서 초과하지 않았다면, 단계(258)에서 획득 시스템은 현재의
에너지 출력을 신호 구분 임계값(Tsc2)(잡음 추정치와 신호 검출 임계값(Tsd2) 사이의 최적의 임계값)과 비교한
다. 만약 현재의 에너지 출력이 신호 구분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상기 시스템은 단계(232)에서 잡음 bin 카운터(m)
를 "0"으로 리셋 시킨다. 그때,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단계(234)에서 "i"가 "q"와 같다면, 획득 시스템은 검색 과정
을 중단하고 단계(224)를 통해 검증 논리회로를 적용한다. 만약 단계(234)에서 "i"가 "q"와 같지 않다면, 그때는 단
계(236)에서 국부적으로 발생된 코드 신호의 위상이 칩의 반만큼 변형되고, 새로운 PN 코드가 단계(238)에서 생성
되며, 상관관계가 재시험된다.

그러나, 단계(258)에서, 만약 신호 에너지(예를 들면 최대 주파수 bin의 출력)가 신호 구분 임계값(Tsc2)을 초과하
지 않는다면, 제 2휴지에 대한 잡음 추정치는 단계(260)에서 잡음 추정기(1-폴(IIR) 혹은 평균 연산기)에 주파수 영
역 에너지 출력을 공급함으로써 갱신된다. 시스템은 잡음 bin 카운터(m)를 단계(218)를 통해 "1"만큼 증가시키고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런 후 잡음 bin 카운터(m)는 단계(220)에서 임계값(M)과 비교된다. 단계(220)에서, 만
약 잡음 bin(혹은 부정확한 bin)카운터(m)가 임계값(M)을 초과한다면, 획득 시스템은 단계(222)에서 제 2휴지의
SNR을 상수 임계값(Tse2)과 비교한다. 만약 SNR이 Tse2를 초과하였을 경우, 획득 시스템은 단계(224)에서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검증 논리회로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획득 시스템이 신뢰적인 신호(혹은 정확한 셀)를 구한 후에
적절한 수의 잡음 bin(혹은 부정확 셀)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222)에서, 만약 SNR이 Tse2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획득 시스템은 단계(234)로 진행된다. 이와 유사하게 단
계(220)에서, 만약 잡음 bin 카운터(m)가 임계값(M)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획득 시스템은 단계(234)로 진행하고 검
색이 계속된다.

그런 후에 단계(234)에서 획득 시스템은 모든 PN 위상이 검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위상(i)을 총 PN 공간
에서의 PN 위상의 수(q)와 비교한다. 여기서 "q"는 칩 분해도에 의해 분할된 PN 공간의 총수를 나타낸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절반 칩 분해도가 사용된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PN 위상(i)이 총 수(q)달하면, 이때 획득 시스템은
검색 과정을 중단하고, 제어는 검증 논리회로(아래에 기술될)가 적용되는 단계(224)로 진행하고, 과정이 완료된다.
이것은 획득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PN 공간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기 시스템은 그 다음으로 신호, 즉
결정 품질을 테스트한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PN 위상(i)이 총 수인 (q)에 도달하지 않으면, 단계(234)에서 "i"는 "q"와 동일하지 않을 것이
고, 제어는 단계(236)로 진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서, 수신된 입력 신호는 국부적으로 발생된 PN 코드 복제의 가능한 모든 코드 위치 및 해당
하는 임계값에 연속적으로 상호 관련되고, 최대의 검출기 출력은 검출기 출력이 임계값을 초과할 때마다 갱신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 관련된 에너지 출력이 검색 과정을 중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루어지고, 그
렇지 않을 경우 모든 PN 공간이 검색된다. 이러한 테스트의 종결시 혹은 검색 과정의 중단 결정후에, 정확한 PN 배
열 후보가 신호에너지가 최대인 국부적인 PN 코드 위상 위치로써 선택된다.

다음으로는, 단계(224)에서 이용되는 검증 논리회로가 기술될 것이다. FTACMSC루틴이 PN 코드 위상을 선택한
후에, 검증 과정은 선택에 있어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만약 받아들여질 수 있는 레벨의 확신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검색 과정은 즉시 재시작 된다. 상기 검증 논리회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1. 국부(수신기) PN 코드 위상을 FTACMSC 선택 PN 코드 위상(시간 차이에 대해 조정된)으로 정렬.

2. L 상관관계 값을 수집.

3. 하드웨어(적절한 "0" 패딩을 갖고 있는) 내에서 L포인트의 FFT를 계산.

4. 최대 크기의 Ymaxj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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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개의 크기가 메모리 버퍼에 저장될 때까지 위의 단계를 반복:

Ymax=(Ymax1, Ymax2,........, Ymaxk).

6. Ymax의 각 성분을 제 2 휴지에서 얻어진 최대 값(TSD2)과 비교.

(Ymax > Thresh * TSD2)

7. 이런 테스트에서 제공되는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 k 및 임계값의 값은 예로써 k=5, 임계값=0.8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 대해 주파수가 추정되는 방법이 기술된다. FTACMSC 알고리즘에서의 FFT의 계
산결과는 신호 크기와 그 크기의 상대적인 주파수 오프셋을 제공한다. FFT 출력 벡터에서 최대 요소가 발견될 때,
주파수 오프셋을 추정하기 위해 색인(index)이 사용될 수 있다. FFT는 단지 이산적인 주파수에서의 에너지를 축적
한다. 따라서 단일 FFT의 주파수 분해도는 FFT 크기와 FFT의 샘플링 주파수의 함수이다. 검증 논리회로는, 추정
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신된 신호의 크기 및 주파수의 k개의 추정값을 제공한다. 그런 적격의 주파수
bin은 더 나은 주파수 분해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로써 평균 연산된다. 최대의 에너지가 발견되는 추정된 주파수
bin(K)에 따라서, 주파수 오프셋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추정될 수 있다.

만약 이라면

또는

이고, 여기서 Tc는 PN 칩 주기이고, Np는 상관관계 값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적인 상관관계의 길이이다. 주
파수 오프셋을 추정함에 의해, 획득은 수신기를 통해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주파수 오프셋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상되는 주파수 오프셋이 모호한 한계인 L/2에 접근한다면 부가적인 논리회로가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 설명되는 예에 있어서는, 주파수 오프셋이 +/- 16KHz내에 있는 한 어떠한 부가적인 논리도 요구되지 않는
다.

발명의 효과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라, 종래의 획득 시스템에 대해 특히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 이점들을 초래하는 개선된 획득
시스템이 제공되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상술한 방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한 설명한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한 것들 중 본 발명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위의 설명부에 포함되고 첨부된 도면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은 제한하려는 차원이 아
니고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청구항들은 여기서 기술된 본 발명의 모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특징과 그것에 대해서 언급될 수 있는
언어적인 문제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에 대한 모든 설명을 포함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신호의 검색 및 획득 방법에 있어서,

CDMA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CDMA 신호로부터 의사잡음(PN)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와,

국부 PN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사이의 주파수 오프셋을 결정하
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가 적절한 전송 신호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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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 사이의 부분적인 상관관계에 고속 퓨리에
변환(FFT) 과정을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FFT 과정은 이동 및 덧셈 연산을 사용하는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신호대 잡음비(SNR)를 추정하기 위해 상기 FFT 과정에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사용하는 단계
와,

제 2의 추정된 SNR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갖는 상기 FFT 과정의 결과에 기초한 제 2의
FFT 과정에서 상관관계의 긴 길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
호 검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이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 2의 추정된 SNR를 부분적으로 사용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율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 2의 추정된 SNR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7.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에 있어서,

CDMA 신호 수신용 수신기와,

수신된 상기 CDMA 신호로부터 의사잡음(PN)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수단과,

국부 PN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신호 생성기와,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 사이의 주파수 오프셋을 결정하
기 위한 제 1수단과,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가 적절한 PN 신호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 2수단과,

상기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수단은 상기 수신된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사이의 부분적인 상관관계
에 FFT을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9.

제 8에 있어서, 상기 FFT 과정을 하드웨어로 실행하기 위한 FFT 하드웨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0.

제 9에 있어서, 상기 FFT 하드웨어는 이동 연산(shift operation)을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덧셈 연산을 수행하
기 위한 하드웨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수단은 SNR을 추정하기 위해 상기 FFT 과정에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사용하는데, 상
기 장치는 상기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갖는 상기 FFT 과정의 결과에 기초한 제 2의 FFT 과정에서 상관관계의 긴
길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 3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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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수단은 제 2의 추정된 SNR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상관관계의 긴 길이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이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 2의 추정된 SNR을 부분적으로 사용하
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율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제 2의 추정된 SNR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5.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호의 검색 및 획득 방법에 있어서,

CDMA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CDMA 신호로부터 의사잡음(PN)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와,

국부 PN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이동연산 및 덧셈 연산을 사용하는 하드웨어에서 FFT 과정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FFT 과정의 결과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
호 사이의 주파수 오프셋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가 적절한 PN 신호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호의 검
색 및 획득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SNR를 추정하기 위해 상기 FFT 과정에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사용하는 단계와,

제 2의 추정된 SNR을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갖는 상기 FFT 과정의 결과에 기초한 제 2의
FFT 과정에서 상관관계의 긴 길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오
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호 검색 및 획득을 위한 방법.

청구항 17.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호의 검색 및 획득 장치에 있어서,

CDMA 신호 수신용 수신기와,

수신된 상기 CDMA 신호로부터 의사잡음(PN)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수단과,

국부 PN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신호 생성기와,

FFT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 이동연산과 덧셈 연산을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 사이의 주파수 오프셋을 결정하
기 위한 제 1수단으로써,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PN 신호와 상기 국부적으로 생성된 PN 신호 사이의 부분
적인 상관관계에 상기 FFT 과정을 적용하는 제 1수단과,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추출된 상기 PN 신호가 상기 FFT 과정 적용 결과의 일부에 기초한 적절한 PN 신호인가를
결정하는 제 2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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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된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한 디코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
호의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수단은 SNR을 추정하기 위하여 상기 FFT 과정의 적용에서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사
용하고,

상기 장치는 상기 상관관계의 짧은 길이를 갖는 제일 먼저 기술된 FFT 과정 적용의 결과에 기초한 제 2의 FFT 과정
에서 상관관계의 긴 길이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 3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오
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호의 검색 및 획득 장치.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획득 시스템은 또한 부가적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환경
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오프셋 환경에서의 CDMA 신호의 검색 및 획득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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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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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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