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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DMA 셀방식 이동 전화 시스템에 사용되는 CDMA 수신기에서, 복수개의 핑거 처리부의 수신 타이밍을 검출하는데 사
용되는 검색기는 사이즈의 확장없이도 넓은 검색 범위를 실행할 수 있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제
어가능한 검색창은 시프트되거나 지연되어 수신 타이밍이 그 내부에 놓여지게 하여 상관기들 및/또는 가산기들의 개수
를 감소시킨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CDMA 수신기, 상관기, 가산기, 검색기, 확산 코드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CDMA 수신기를 기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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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의 검색기를 나타낸 블럭도.

도 3은 도 2에 나타난 검색기의 검색 범위를 기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검색기의 블럭도.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검색기의 검색 범위를 기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검색기의 블럭도.

도 7은 도 6에 도시된 검색기에 사용되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의 블럭도.

도 8은 도 6에 도시된 검색기의 검색 범위를 기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도 7에 도시된 검색기의 동작을 기술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CDMA 수신기

11 : 핑거 처리부

12, 25 : 검색기

13 : 최대 비율 결합기

14 : 디코더

15 : 상관기

16 : 가산기

17 : 유효 경로 판정부

18, 26 : 확산 코드 발생기

19 : 검색용 지연 회로

20 :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

21 :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M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수신기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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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방식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서, 상당히 다양한 다중 억세스 시스템이 현재까지 제안되어 왔으며 전세계에서 채택
되고 있다. 다른 것들 중에서, 최근 경향은 각 채널에 할당된 특정 확산 코드를 가지며 간단하게 CDMA 시스템이라 불
리우게 될 셀방식 이동 무선 CDMA 시스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한 CDMA 시스템에서, 각 특정 확산 코드에 
의해 확산되는 동일 캐리어 주파수의 변조된 파형은 전송기측으로부터 수신기측에 무선 신호로서 전송된다, 무선 신호
에 응답하여, 수신기측에서의 CDMA 수신기는 원하는 채널을 식별하기 위한 각 특정 확산 코드의 사용에 의해 동기화 
동작을 수행한다. 서로 채널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이한 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무선 채널을 식별
한다.
    

또한, 무선 신호는 CDMA에서의 복수개의 경로, 즉 다중경로를 통하여 수신되기 때문에, 동기 신호 및/또는 파일럿 신
호와 같은 소정의 신호를 정확하게 검출함으로써 CDMA 수신기의 무선 신호로부터 다중 경로 페이딩(fading)이 제거
되어야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셀방식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각 이동국은 각 이동국과 기지국간에 유지되는 통신을 이용하여 한 이동국
으로부터 다른 이동국으로 무선 서비스 영역 또는 셀을 통하여 이동한다고 고려된다. 결국, 기지국은 각 이동국과의 통
신 인터럽트없이 한 기지국으로부터 다른 기지국으로 스위칭되어야 한다.

    
전술된 것을 고려하면, 이동국에 사용되는 CDMA 수신기는 칩 동기화를 위하여 다중경로를 통하여 무선 신호가 공급되
는 레이크(rake) 수신기와 그러한 다중경로 신호를 서치(search)하기 위한 검색기를 가진다. 바꾸어 말하자면, 검색기
는 무선 신호로부터 최적의 수신 타이밍을 검출하여 이 최적의 수신 타이밍을 레이크 수신기에 알리는데 사용된다. 이
는 각 기지국에 사용되는 CDMA 수신기에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 설명은 주로 기지국의 CDMA 수신기에 관하여 행해
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레이크 수신기와 검색기 양측에는 고주파 증폭기와 중간 증폭기 각각에 의한 고주파 증폭과 주파수 변환되
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가 제공된다. 결국, 레이크 수신기는 다중 경로를 통하여 수신된 수신된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동작 가능하고 확산 코드의 사용에 의한 수신된 데이타 신호를 복조된 신호로 복조하기 위한 복수개의 핑거 수신기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소정 채널의 확산 코드와 각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계산을 행하여 각 경로
를 통한 각 수신 타이밍에서의 코드를 캡쳐한다. 이후, 최대 비율 결합은 수신된 신호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그러한 최대 비율 결합은 다중 경로 페이딩의 영향을 경감시키고 신호 대 잡음(S/N)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한편, 검색기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지연된 확산 코드에 응답하여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
치를 계산하도록 동작 가능한 복수개의 상관기와, 각 상관치를 가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복수개의 가산기를 
가진다. 게다가, 합산된 상관치들은 효과적인 경로 판정 회로에 전송되어 효과적인 경로를 결정하고, 레이크 수신기의 
핑거 회로에는 효과적인 경로 또는 최적의 수신 타이밍을 나타내는 수신 타이밍 신호가 공급된다.

여기서, 검색기의 상관기들은 가산기에 1대1 대응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한 기지국으로부터 다른 기지국으로 기지국들을 스위칭하기 위한 핸드오프 동작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러한 CDMA 시스템의 셀들 각각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 결과 각 셀의 셀 반경이 확장되었다. 그러한 셀 반
경의 확장은 각 기지국의 CDMA 수신기의 검색기의 검색 범위의 확장 또는 확대를 가져왔다. 바꾸어 말하자면, 검색기
는 검색 범위를 확장시켜야만 했다.

검색기의 검색 범위를 확대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상관기와 대응하는 가산기를 수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다. 실
제적으로, 검색 범위는 확산 코드의 칩 개수에 의해 결정되며 소정의 해상도를 가져야만 한다. 결국, 상관기 및 대응하
는 가산기는 상관기의 개수가 가산기의 수는 물론 칩의 개수와 해상도의 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색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수적으로 증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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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하에서, 검색기는 다수의 상관기들과 가산기들 때문에 검색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되
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상관기들과 가산기들이 수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사이즈면에서 각 기지국을 작게 만드
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종래의 검색기는 검색기가 검색할 수 있는 일정 검색 범위를 갖는 고정된 검색창을 가진다. 이 일정한 
검색 범위는 상관기 또는 가산기의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 고정된 검색창은 제로 전파 지연을 갖는 기지 송수신국(bas
e transceiver station)의 기준 수신 타이밍과 동일한 시작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정된 검색창은 
윈도우 오프셋을 가지지 않는다. 고정된 검색창에서 일정한 검색 범위를 확대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검색기는 수적으
로 상관기와 가산기들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CDMA 수신기는 큰 셀 반경 등을 갖는 경우에서와 같이 큰 전파 지연을 갖는 환경하에서 수신 동작을 수행한다고 가정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종래의 검색기는 각기 다수의 상관기들과 다수의 가산기들을 갖는 상관부 및 가산부를 포함하여
야 한다. 이는 검색기가 고정된 검색창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검색 범위를 확대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는 상관기들과 
가산기들을 수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다양한 종래 기술들은 이미 공지되어 있다. 일례로서, CDMA 통신 시스템에서 검색 획득을 수
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는 토드 알. 서튼(Todd R. Sutton)이 발표한 미국 특허 제5,644,591호에 개시되어 있다. 서
튼에 따르면, PN 칩 오프셋 가상(PN chip offset hypotheses)의 큰 창이 검색되고 만일 에너지 신호가 큰 검색창의 
칩 오프셋들 중 하나를 갖는 파일럿 신호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발견되면, 오프셋 가상의 서브세트 또는 작은 창이 검색
된다.

    
서튼(sutton)에 따른 검색기에서, 검색창이 제거되고 어떠한 가상 에너지도 검출 임계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검색기 
제어기는 다음 검색창을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튼에 따른 검색기는 주로 효과적인 경로 또는 파
일럿 신호의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수신 타이밍은 이동국을 이동시킴으로써 유발된 효과적인 경로의 수
신 타이밍을 변경함으로써 검색창의 양 끝단 중 어느 한 끝단에 놓여진다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 경로가 현재의 검
색창 또는 다음 검색창(또는 이전 검색창)에 놓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수신 처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도까이(Tokkai)의 일본 무심사 특허 공보 평10-173,629 또는 JP-A 10-173629는 수신 품질에 해당하는 오류 범
위를 예측하는 수치를 임계치로서 설정하고, 이를 검색기 회로의 출력의 판정 참조용으로서 사용함으로써 코드 분할 다
중 시스템 통신 확산 스펙트럼에 적합한 레이크(RAKE) 수신을 정확하게 행하는 "수신 장치(RECEIVING DEVICE)"
를 개시한다. JP-A 10-173629에 따르면, 수신 신호는 지연 및 역확산부에 공급된다. 지연의 출력은 역확산부에 공급
된다. 역확산부에서, 수신된 신호의 역확산은 확산 코드 발생부에 의해 생성된 확산 코드의 복제에 의해 동작되며, 2차 
변조는 해제된다. 역확산 신호는 회로들을 가중함으로써 수신 레벨에 따라 가중된다. 다음으로, 슬라이딩 상관기와 비
교부에 의해 출력된 상관치는 수신 신호만큼 승산되고, 대응하는 역확산부에 의해 출력되며, 합성부에 의해 합산된다. 
다음으로, 인터럽팅 파 수신력에 대한 원하는 파 수신력의 비율은 SIR 측정부에 의해 품질 정보로서 계산된다.
    

그러나, JP-A 10-173629는 수신 품질에 해당하는 오류 범위를 예측하는 수치 값을 검색기 회로 출력의 판정 참조로
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개시할 수도 있다.

    
도까이의 일본 무심사 특허 공보 평10-173,630 또는 JP-A 10-173630은 수신 레벨의 변동에 따라 동기 추적(트래
킹)을 얻고, 일정한 시간격에서 가장 적합한 수신 품질을 갖는 타이밍에서 상관기 출력(역확산 신호)를 선택 및 복조함
으로써 안정한 수신을 얻는 "CDMA CHIP-SYNCHRONIZING CIRCUIT"을 개시하고 있다. JP-A 10-173630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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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지연 수단은 역확산 코드를 지연하여, 검색 수단에 의해 검출된 수신 타이밍으로 매칭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복수개의 출력 단자들을 갖는 시프트 레지스터는 일정한 지연 간격으로 지연된 역확산 코드를 지연한다. 다음으로, 복
수개의 상관기들은 디지털 베이스-밴드 신호와 시프트 레지스터의 각 출력 간의 상관치를 계산함으로써 수신 신호의 
역확산을 행한다. 다음으로, 복수개의 상관기들의 출력은 메모리 수단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최적치 검출 수단과 선
택 수단은 일정 간격으로 메모리를 판독하고, 최적의 수신 품질을 가진 상관기 출력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동기 검출 
수단은 선택된 상관기 출력을 사용함으로써 동기화 검출을 행한다.
    

그러나, JP-A 10-173630은 검색 수단의 구체적인 구조를 개시 또는 교시하고 있지 않다.

    
도까이의 일본 무심사 특허 공보 평10-200,508 또는 JP-A 10-200508에는 복조 출력이 CDMA 시스템 휴대 전화 
시스템에서 구해지지 않을 때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는 "TERMINAL EQUIPMENT FOR RADIO SYSTEM AND SEA
RCH METHOD"가 개시되어 있다. JP-A 10-200508에 따르면, 단자 장치에는 다음 후보자인 코드를 저장하는 다음 
후보 메모리가 제공된다. 복조 출력이 구해지지 않고 다음 후보자의 코드가 다음 후보 메모리에 저장될 때, 복조를 시도
하는 코드에 기초하여 코드는 부분적으로 검색된다. 복조가 수행될 수 있을 때, 복조는 코드에 의해 수행되고 복조가 수
행될 수 없을 때만 검색기에 의해 모든 위상에 대해 코드가 검색된다. 따라서, 어떠한 복조 출력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 
검색 시간은 짧아진다.
    

JP-A 10-200508은 복조 출력이 구해지지 않을 때 다음 후보 메모리에 저장된 다음 후보의 코드에 기초하여 검색을 
수행하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개시할 수도 있다.

    
일본 특허 공보 제2,853,705 또는 JP-B 2853705에는 낮은 수신 레벨 및 큰 변동으로 다중 경로 위상 동기(multi-
path phasing)의 복수개의 경로가 확산 스펙트럼 통신 수신기에서 검출될 때 하이 레벨의 잡음의 오류 검출을 제거하
고 특성 저하를 방지하는 "SPREAD SPECTRUM COMMUNICATION RECEIVER"가 개시되어 있다. JP-B 285370
5에 따르면, 검색부에서 검출된 검색 경로와 트래킹부에서 추적된 트래킹 경로는 경로 취득/홀딩부에 보유되고, 타겟 
신호는 프런트(front) 보호 및 백(back) 보호에 의해 추출된다. 상관관계 복조 경로 선택부는 타겟 신호 이외의 신호
용 경로를 제거하고, 복조될 경로를 선택하며, 레이크부에서 레이크를 합성한다. 경로 프런트 보호 수단은 경로의 존재
에 대한 하나의 칩에 대한 창을 설정하고 창의 범위내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할 때 다중 경로의 존재를 검출한다. 경로 백 
보호 수단은 이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다중 경로의 제거를 검출한다. 프런트 보호 및 백 보호를 행하기 위한 
스테이지의 개수는 외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된다.
    

JP-B 2853705는 검색부에서 검출된 검색 경로와 트래킹부에서 트래킹된 트래킹 경로를 비교하는 경로 취득/홀딩부
에서 프런트 보호 및 백 보호에 의한 타겟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개시할 수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CDMA 시스템에 이용 가능하며, 구조적인면에서 단순하고 크기면에서 작은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검색기에 포함된 상관기와 가산기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검색기의 검색 범위의 확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전술된 타입의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에 사용 가능하며 고속으로 동작 가능한, 전술된 타입의 수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관기 및/또는 가산기의 증가없이도 넓은 검색 범위에서 최적의 수신 타이밍을 검색할 수 있
는 검색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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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관기 및 가산기의 증가없이도 넓은 검색 범위에서 최적의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수신 타이밍을 검출하기 위하여 CDMA 시스템내의 검색기에 의해 복수개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되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상기 검색기
가 검색할 수 있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로 지연된 확
산 코드간의 상관치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는 
단계, 및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CDMA 시스템에서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데이타 신호를 수신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
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수신 타이밍
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단
계, 상기 수신 타이밍을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를 역확산하여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단
계, 상기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의 최대 비율 결합을 행하여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결합
된 데이타 신호를 상기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로 디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복수개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되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
는 CDMA 수신기에 사용하기 위한 검색기는, 검색기가 검색할 수 있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계산 
수단, 상기 합산된 계산치로부터 상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 수단, 및 상기 수신 타이밍이 제어가능한 검색
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시프트 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수신된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CDM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CDMA 수신기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
으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계산 수단,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는 결정 수단, 상기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
프팅하는 시프팅 수단, 상기 수신 타이밍을 사용하여 상기 수신 데이타 신호를 역확산하여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
호를 생성하는 역확산 수단, 상기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의 최대 비율 결합을 행하여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
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상기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로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10)가 CDMA 시스템의 각 기지국에 사용되고 전송 레이크 기술에 따라 동작 
가능하다고 가정되며, 이는 나중에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된 수신기(10)는 CDMA 수신기 또는 기지
국 수신기라고 명명될 수 있다. 도 1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지국은 고주파 증폭과 주파수 변환을 위한 고주파 증폭
부와 중간 주파수 증폭을 위한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IF) 증폭부를 가진다. 하여튼, 도시된 CDMA 수
신기에는 고주파 증폭부와 중간 주파수(IF) 증폭부를 통하여 수신된 데이타 신호가 베이스밴드 신호의 형태로 공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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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예에서, CDMA 수신기(10)는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 - 여기서 N은 2보다 큰 제1 양
의 정수를 나타냄 - 과 검색기(12)를 갖는다.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는 통합해서 레이크 수
신기라고 명명될 수 있다.

    
검색기(12)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 a를 수신하고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 (11(1) 내지 11(N))에 적합한 수신 타이
밍을 검색한다. 그 결과, 검색기(12)는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에 
검출된 수신 타이밍 신호(b)와 같이 수신 타이밍을 공급한다. 결국, 도시된 검색기(12)는 후술될 방식으로 수신된 데
이타 신호 a의 역확산 타이밍을 연속적으로 시프팅시킴으로써 상관치를 계산하여 각각의 핑거 처리부의 최적 수신 타이
밍을 검색하고 결국 칩 동기화를 검출한다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는 검출된 수신 타이밍 신호(b)에 응답하여 수신된 데이타 신호(a)의 
동작을 역확산 처리하고 이 수신된 데이타 신호(a)를 역확산함으로써 구해진 처리된 신호를 생성한다. 처리된 신호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a)로부터 검출된 데이타 신호로서 참조될 수 있다.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에 의해 역확산되는 처리 신호들은 최대 비율 결합 기술을 사용함으로
써 처리된 신호를 합산하기 위한 최대 비율 결합기(13)에 송신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최대 비율 결합기(13)는 제1 내
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로부터 전송된 처리 신호에 관련된 레이크 결합을 수행하고 결합된 데이타 신
호라고 간단히 명명될 수 있는 레이크 결합 신호를 생성한다. 이 레이크 결합 신호는 디코더(14)에 전달되어 디코드된 
데이터 신호로 디코드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의 검색기(12')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술될 것이다. 검색기(12')에
는 전술된 방식으로 수신된 데이타 신호(a)가 공급된다. 수신된 데이타 신호(a)에 응답하여, 검색기(12')는 최적의 수
신 타이밍을 검색하여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에 공급되는 수신 타이밍 신호(b)를 생성한다(
도 1).

검색기(12')는 상관 검색기(상관부라고 명명될 수 있음), 가산부(16), 유효 경로 판정부(17), 수신된 데이타 신호(a)
를 역확산하는데 사용되는 확산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확산 코드 발생기(18) 및 검색용 지연 회로(19)를 포함한다.

상관 계산기(15)는 제1 내지 제N 상관기(15(1) 내지 15(M))를 포함하고 가산부(16)는 제1 내지 제M 가산기(16(
1) 내지 16(M))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M은 2 이상의 제2 양의 정수를 나타낸다.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는 각기 제1 내지 제M 가산기(16(1) 내지 16(M))에 접속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확산 코드는 확산 코드 발생기(18)로부터 검색용 지연 회로(19)에 의해 연속적으로 지연되는 검
색용 지연 회로(19)까지 전송되고, 그 후에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에 전송된다. 즉,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N))에는 검색용 지연 회로(19)로부터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된 확산 코드가 공급된다.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는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된 확산 코드에 의해 수신된 데이타 신호(a)를 역확
산하여 각기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된 확산 코드로 표시된 타이밍에서 제1 내지 제M 계산된 상관치(c)를 계산한다. 
제1 내지 제M 계산된 상관치(c)는 제1 내지 제M 가산기(16(1) 내지 16(M))에 전송되어 이전 상관치에 부가된다. 
제1 내지 제M 가산기(16(1) 내지 16(M))는 유효 경로 판정부(17)에 공급되는 제1 내지 제M 가산 상관치(d)를 생
성한다. 제1 내지 제M 가산된 상관치(d)에 응답하여,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가장 높은 레벨을 갖는 수신 타이밍을 
검색(피크를 검출)하여 최적인 수신 타이밍 신호(b)를 생성한다.
    

    
도 3을 임시적으로 살펴보면, 검색기(12')는 검색기(12')가 검색될 수 있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고정된 검색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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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일정한 검색 범위는 상관 계산기(15) 내의 상관기와 가산부(16) 내의 가산기를 위한 제2 양의 정수(M)에 의
해 결정된다. 고정된 검색창은 전파 지연이 제로 또는 전혀 없는 BTS(base transceiver station)의 기준 수신 타이밍
과 동일한 시작 시간(또는 리딩 에지(leading edge))에 의해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고정된 검색창에는 어떠한 
윈도우 오프셋도 없다. 고정된 검색창 내의 일정한 검색 범위를 확대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검색기(12')는 다수의 제
2 양의 정수(M)를 가져야만 한다.
    

    
CDMA 수신기(10)는 큰 셀 반경을 갖는 경우와 같은 큰 전파 지연 등을 가진 환경하에서 수신 동작을 수행한다고 가정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종래의 검색기(12')는 각기, 다수의 상관기와 다수의 가산기를 갖는 상관 계산기(15)와 가산부
(16)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검색기(12')가 고정된 검색창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검색 범위를 확대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제2 양의 정수(M)를 크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검색기(12')는 명세서의 전제부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구조면에서 크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검색기(12)는 도 1에 도시된 기지국의 CDMA 수신기에 적용 가능하다. 
도시된 검색기(12)는 검색기(12)가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와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를 더 포함한다는 것
을 제외하고 도 2에 도시된 종래의 검색기(12')와 구조면에서 유사하며 유사하게 동작한다.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유효 경로 판정부(17)에 접속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될 초기 임계치(DthE)와 말기 
임계치(DthL)가 공급된다.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결정된 유효 경로 정보로서 피크 타이밍 신호(b)와 피크 레벨 신
호(e)를 생성한다. 피크 타이밍 신호(b)는 전술되는 방식으로 디코딩된 수신 타이밍 신호로서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
부(11(1) 내지 11(N))(도 1)에 공급된다. 피크 타이밍 신호(b)와 피크 레벨 신호(e)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에 
공급된다. 피크 타이밍 신호(b)와 피크 레벨 신호(e)에 응답하여,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초기 임계치(DthE)와 
말기 임계치(DthL)를 참조하여 검색창 오프셋 양(f)을 계산하여,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에 공급되는 검색창 
오프셋 양(f)을 생성한다.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에는 확산 코드 발생기(18)에 의해 발생된 확산 코드가 공급
된다.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는 검색창 오프셋 양(f)에 의해 확산 코드를 지연시켜서 검색용 지연 회로(19)에 공급
되는 오프셋 지연 확산 코드를 생성한다. 검색용 지연 회로(19)는 오프셋 지연 확산 코드를 연속적으로 지연하여 각기,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에 공급되는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된 확산 코드(g)를 생성한다.

    
도 5를 임시적으로 참조하면, 검색기(12)는 검색기(12)가 검색할 수 있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
창을 갖는다. 전술된 방식으로, 일정한 검색 범위는 상관 계산기(15) 내의 상관기와 가산부(16) 내의 가산기를 위한 
제2 양의 정수(M)에 의해 결정된다. 상관 계산기(15)의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가 Rc 칩의 시간
격이 분리된 타이밍에서 역확산 동작을 수행한다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에, 일정한 검색 범위는 Rc 칩의 M 배만큼 
큰 것과 동일하다.
    

즉, 검색 범위 = (M ×Rc) 칩.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색기(12)가 전파 지연이 제로이거나 전혀 없는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으로부터 검색창 
오프셋 양(f)으로 표시되는 창 오프셋에 의해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임시적으로 시프트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제어가능한 검색창은 창 오프셋을 갖는다. 제어가능한 검색창은 BTS와 창 오프셋의 기준 수신 타이밍의 합
계와 동일한 제어가능한 시작 시간(또는 제어가능한 리딩 에지)에 의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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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서, Pt의 기준 심벌은 제어가능한 검색창 내의 유효 경로의 상대적인 수신 타이밍을 나타낸다. 도시된 예에서, 도 
5는 하나의 유효 경로만을 갖는 상태를 나타낸다. 유효 경로는 창 오프셋과 유효 경로의 상대적인 수신 타이밍(Pt)의 
합계와 동일한 실제 전파 지연(절대 수신 타이밍)을 가진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각각의 초기 임계치(DthE)와 말
기 임계치(DthL)는 창 오프셋을 제어하기 위한 임계치이다. Dgp의 기준 심볼은 창 오프셋을 복원할시 상대적인 수신 
타이밍(Pt)에 대한 타겟 수신 타이밍을 나타낸다. 즉, 창 오프셋을 제어하여 상대적인 수신 타이밍(Pt)이 후술될 방식
으로 타겟 수신 타이밍(Dgp)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각각의 상대적인 수신 타이밍(Pt), 초기 임계치(DthE), 말기 임계치(DthL) 및 타겟 수신 타이밍(Dgp)가 제어가능한 
검색창의 시작 시간(또는 제어가능한 리딩 에지)에 기초하여 측정된 값을 가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도 5에 부가하여, 검색기(12)의 동작에 관련하여 설명될 것이다. 수신된 데이타 신호(a)는 상관 계
산기(15)의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에 공급된다.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에는 
검색용 지연 회로(19)로부터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 확산 코드(g)가 공급되어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
5(M))는 Rc 칩의 시간격이 분리되어 있는 시간에 역확산 동작을 수행한다.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는 각기,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 확산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신된 데이타 
신호(a)를 역확산하여 제1 내지 제M 검색 지연 확산 코드로 표시된 타이밍에서 제1 내지 제M 계산된 상관치(c)를 계
산한다. 제1 내지 제M 계산된 상관치(c)는 제1 내지 제M 가산기(16(1) 내지 16(M))에 전송되어 이전 상관치에 지
정된 배수가 부가된다. 제1 내지 제M 가산기(16(1) 내지 16(M))는 유효 경로 판정부(17)에 공급되는 제1 내지 제M 
가산된 상관치를 생성한다. 제1 내지 제M 가산된 상관치(d)는 지연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레벨 변화를 가진다.
    

제1 내지 제M 가산된 상관치(d)에 응답하여,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가장 높은 레벨을 갖는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여 
다양한 임계치와 이전 검색 처리 결과에 기초하여 유효 경로를 결정한다. 즉,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피크 검출 또는 
검색 처리와 경로 제어 처리를 행한다.

    
유효 경로 판정부(17)에서 경로 제어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이전 타이밍에서 검출된 경로(수신 타이밍)가 현
재 타이밍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경로를 무효 경로라고 즉시 판정하
지 않지만 이 조건이 수회 계속될 때에는 이 경로를 무효 경로라고 판정한다. 이러한 처리는 포워드 보호 처리라고 명명
된다. 유사하게,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경로가 검출된다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에,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새로
운 경로를 유효 경로라고 즉시 판정하지 않지만 새로운 경로가 동일한 타이밍에서 수회 검출될 때에는 이 새로운 경로
를 유효 경로라고 판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백워드 보호 처리라고 명명된다. 이 수회는 파라미터에 의해 설정될 수도 있
다. 전술된 방법에서,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경로 제어 처리시 보호 처리를 행하여 유효 경로가 자주 변하지 않게 한
다.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최적의 수신 타이밍 신호(또는 피크 타이밍 신호)(b)와 피크 레벨 신호(e)를 생성한다.
    

    
피크 타이밍 신호는 제1 내지 제N 핑거 처리부(11(1) 내지 11(N))(도 1)와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로 전송된다. 
또한, 피크 타이밍 신호(b)에 해당하는 피크 레벨 신호(e)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에 공급된다. 피크 타이밍 신호
(b)와 피크 레벨 신호(e)에 응답하여,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초기 임계치(DthE)와 말기 임계치(DthL)를 참조
하여 검색창 오프셋 양(f)을 계산하여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에 공급되는 검색창 오프셋 양(f)을 생성한다.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에는 확산 코드 발생기(18)에 의해 생성된 확산 코드가 공급된다.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는 검색창 오프셋 양(f)에 의해 확산 코드를 지연시켜서 검색용 지연 회로(19)에 공급
되는 오프셋 지연 확산 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상관 계산기(15)의 제1 내지 제M 상관기(15(1) 내지 
15(M))에서 역확산을 위한 타이밍을 시프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 5에 도시된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임시적으로 이동 
또는 시프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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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 5를 참조하면,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의 동작에 관하여 설명될 것이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유효 경로만이 있다고 가정될 것이다.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
밍(Pt), 초기 임계치(DthE) 및 말기 임계치(DthL)를 항상 모니터링한다.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은 초기 임계치(DthE)와 말기 임계치(DthL)간의 범위내에 놓여지고, 이들 둘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즉 DthE ≤ Pt ≤ DthL이라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검색창 오프셋 
양(f)을 복원시키지 않는다.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이 초기 임계치(DthE)보다 빠르다, 즉 Pt < DthE라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검색창 오프셋 양(f)을 복원하여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이 타겟 수신 타이밍(Dgp)과 일치, 
즉 Pt = Dgp가 되도록 한다. 즉, Window Offset ← Window Offset - (Dgp - Pt).

바꾸어 말하자면,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 근방에 오게 한다.

이와 같이,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은 말기 임계치(DthL)보다 늦다고, 즉 DthL < Pt라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
우에,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검색창 오프셋 양(f)을 복원하여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이 타겟 수신 타이밍
(Dgp)과 일치, 즉 Pt = Dgp가 되도록 한다. 즉, Window Offset ← Window Offset + (Pt - Dgp).

바꾸어 말하자면,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으로부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타겟 수신 타이밍(Dgp)은 초기 임계치(DthE)와 말기 임계치(DthL)간의 중간 타이밍을 가지는 것, 
즉 Dgp = (DthE + DthL)/2이 바람직하다. 일부 상황에서, 타겟 수신 타이밍(Dgp)은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초기 
임계치(DthE)와 말기 임계치(DthL)는 전파 환경의 조건 등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검색기(12)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의 변화에 따르도
록 한다. 그 결과, 큰 전파 지연이 예측된다고 할지라도 상관 계산기내의 상관기들의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수신을 수행할 수 있다. 복수개의 유효 경로가 있다고 가정된다. 이 경우에,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는 
가장 높은 레벨을 갖는 유효 경로들 중 하나를 모니터링하여 전술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검색창 오프셋 양(f)을 복
원시킨다.
    

도 6을 참조하면, 도 1에 도시된 기지국의 CDMA 수신기에 적용 가능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검색기(12A)에 
대해 설명될 것이다. 도시된 검색기(12A)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가 나중에 클리어(clear)되는 것과 같이 도 4에 도
시된 것으로부터 변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도 4에 도시된 검색기(12)와 구조 및 동작면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검색
창 오프셋 제어부는 20A로 도시된다.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A)에는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크 타이밍 신호(b), 피크 레벨 신호(e), 초기 임계치(Dt
hE) 및 말기 임계치(DthL)는 물론 경로 보호 상태(h), 임계치 폭(Dth) 및 검색 범위(SR)가 공급된다.

전술된 제1 실시예에서, 복수개의 경로가 있는 경우에, 페이딩 등에 의해 레벨 변화가 발생되는 환경하에서 검색창 오
프셋이 복원될 때, 복원량은 많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몇몇 경로가 검색창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수신 품
질은 저하된다.

또한, 검색창 오프셋의 복원후 몇몇 경로가 검색창을 실행하고 나서 검색창의 경로가 사라진다고 가정된다. 이 경우, C
DMA 수신기는 경로가 차단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풀-아웃(pull-out) 상태로 놓여진다.

따라서, 검색창 오프셋 양(f)을 보다 상세히 제어하기 위하여, CDMA 수신기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색기(12A)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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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12A)는 보호 처리가 유효 경로 판정부(17)에 의해 결정된 각 유효 경로에 부가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도 4에 
도시된 검색기(12)와 동작면에서 유사하다. 즉, 유효 경로 판정부(17)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A)에 각 유효 경로
에 대한 경로 보호 상태(h)를 공급한다. 경로 보호 상태(h)는 풀-아웃 상태, 백워드 보호 상태, 포워드 보호 상태 및 
동기 상태 중 하나를 가리킨다.

나중에 명백하게 되는 방식으로,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A)는 임계치 폭(Dth), 초기 임계치(DthE), 말기 임계치(D
thL), 경로 보호 상태(h), 검색 범위(SR), 유효 경로용 피크 타이밍 신호(b) 및 피크 레벨 신호(e)를 사용함으로써 검
색창 오프셋 양(f)을 복원시킨다.

도 7로 복귀하면,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A)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 선택기(28), 제1 상실 경로 카운터(
29), 제2 상실 경로 카운터(30) 및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를 포함한다.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에는 유효 경로에 대한 피크 타이밍 신호(b), 피크 레벨 신호(e), 임계치 폭(Dth), 초기 
임계치(DthE), 말기 임계치(DthL) 및 검색 범위(SR)가 공급된다. 나중에 명백하게 될 방식으로,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는 유효 경로에 대한 피크 타이밍 신호(b), 피크 레벨 신호(e), 임계치 폭(Dth), 초기 임계치(DthE), 말기 
임계치(DthL) 및 검색 범위(SR)를 사용함으로써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을 계산한다.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은 
선택기(28)에 공급된다. 또한,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이 복원되는 경우에 임의 경로가 상실될 때, 제1 검색창 오프
셋 계산부(27)는 제1 상실 경로 카운터(29) 및 제2 상실 경로 카운터(30) 중 어느 하나를 증가시킨다.
    

구체적으로, 제1 상실 경로 카운터(29)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과 분리됨으로써 프런트 유효 
경로가 상실될 때 증가된다. 유사하게, 제2 상실 경로 카운터(30)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리어(rear) 유효 경로가 상실될 때 증가된다. 제1 및 제2 상실 경로 카운터(29, 30)는 각기 초기 
및 말기 카운된 값(E_lost_ct 및 L_lost_ct)을 생성하고, 이들 값은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에 공급된다.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는 초기 및 말기 상실 카운트 값(E_lost_ct 및 L_lost_ct)을 사용함으로써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2)을 계산한다. 제2 검색창 오프셋 양(f2)은 선택기(28)에 공급된다.

    
또한, 선택기(28)에는 유효 경로 판정부(17)로부터의 경로 보호 상태(h)가 공급된다(도 6). 선택기(28)는 경로 보호 
상태(h)에 응답하여 제1 및 제2 검색창 오프셋 양(f1 및 f2) 중 어느 하나를 검색창 오프셋 양(f)으로서 선택한다. 구
체적으로, 경로 보호 상태(h)가 모든 유효 경로가 풀-오프된다는 것을 가리킬 때, 선택기(28)는 제2 검색창 오프셋 양
(f2)을 검색창 오프셋 양(f)으로서 생성한다. 경로 보호 상태(h)가 모든 유효 경로가 풀-오프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
킬 때, 선택기(28)는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을 검색창 오프셋 양(f)으로서 생성한다.
    

검색창 오프셋 양(f)은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21)(도 6)는 물론 제1 및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 31)에 공
급된다.

    
도 8은 도 5에 도시된 것과 유사한 검색 범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다음과 같이 도 5와는 상이하다. 도 8에서, 
PtE의 기준 심볼은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에 대한 수신 타이밍을 나타내고, PtL의 기준 심볼은 가장 먼 유효 경로에 대
한 수신 타이밍을 나타내고, Dth의 기준 심볼은 검색창 오프셋 양이 복원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임계치를 나
타내고, DthE의 기준 심볼은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에 대한 초기 임계치를 나타내며, DthL의 기준 심볼
은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말기 임계치를 나타낸다. 또한, PLE의 기준 심볼은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
신 피크 레벨을 나타내고, PLL의 기준 심볼은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을 나타내며, P_Spread의 기준 심볼
은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와 가장 먼 유효 경로간의 경로 간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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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도 6에 도시된 검색기(12A)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색기(12A)의 거친 동
작에 대해 설명될 것이다.

    
검색기(12A)는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피크 레벨,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 가장 먼 유효 경로의 피크 레벨 및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와 가장 먼 유효 경로 간의 경로 간격을 항상 모니터
링한다.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가 차단될 때, 검색기(12A)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여 BTS의 기준 수신 타이
밍에 근접한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게 한다. 가장 먼 유효 경로가 떨어져 있을 때, 검색기(12A)는 제어가능한 검
색창을 시프트하여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다.
    

    
이 경우에, 검색기(12A)는 가능하다면 임계치 폭(Dth), 초기 임계치(DthE) 및 말기 임계치(DthL)를 사용하여 제어
가능한 검색창이 시프트되지 않도록 한다. 검색기(12A)가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시키는 경우, 검색기(12A)는 
유효 경로가 최대한 상실하게 만든다. 또한,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시키는 경우에 검색기(12A)가 유효 경로를 불
가피하게 상실할 때, 검색기(12A)는 상실된 유효 경로를 저장된 유효 경로로서 기억한다. 그 후, 제어가능한 검색창의 
유효 경로가 사라지는 경우, 검색기(12A)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복귀시킴으로써 상실된 유효 경로를 구제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CDMA 수신기가 초기에 수신 오프 상태로부터 수신 온 상태로 놓여질 때(제1 단계(S101)에서의 YES), 제1 단계(S
101)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A)가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
(PtL),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 경로 간격(P_Sp
read), 및 초기 및 말기 상실된 계수치(E_lost_ct 및 L_lost_ct)를 클리어(clear) 또는 리셋하는 제2 단계(S102)로 
이어진다.
    

    
제1 및 제2 단계(S101 및 S102)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A)가 유효 경로용 피크 타이밍 신호(b)와 피크 레벨 신
호(e)를 사용하여,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 및 경로 간격(P_Spread)을 계산하는 
제3 단계(S103)로 진행한다. 각 파라미터가 순식간에 작게 변경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에,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20
A)는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을 오블리비언(oblivion) 계수 등을 사용하여 임시적
으로 평균냄으로써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fp의 심볼은 오블리비언 계수를 나타내고, PtE(n-1)의 심볼은 이전 과정에서 계산된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을 나타내며, PtE(n)의 심볼은 현재의 처리 과정에서 유효 경로의 피크 타이밍(b)을 사용하여 계산
되는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을 나타낸다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에,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
이밍 PtE은 다음 식 PtE = fp ×PtE(n-1) + (1-fp)×PtE(n)과 같이 계산된다.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 및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 각각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경로 간격(P_Spread)은 P_Spread = PtL - PtE와 같이 계산된
다.

경로 간격(P_Spread)은 오블리비언 계수(fp)를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평균냄으로써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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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S103)는 경로 보호 상태(h)가 모든 유효 경로가 풀-오프된다는 것을 가리키는지의 여부를 검색창 오프셋 제어
부(20A)가 판정하는 제4 단계(S104)로 이어진다. 경로 보호 상태(h)가 모든 유효 경로가 풀-오프된다는 것을 가리
킬 때,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에 의해 계산된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은 유효하다. 이 경우에, 제4 단계(S1
04)는 제5 단계(S105)로 이어진다.

    
제5 단계(S105)에서,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는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이 너무 근접하거
나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이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임계치(DthE)보다 나중인지
의 여부를 판정한다.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이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용 임계치(D
thE)보다 느린 경우, 즉 DthE < PtE인 경우, 제5 단계(S105)는 제6 단계(S106)로 진행하고,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는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이 너무 멀거나,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 임계치(DthL)보다 더 느린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
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임계치(DthL)보다 더 빠른 경우, 즉 DthL PtL인 경우,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
부(27)는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을 복원시키지 않는다.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임계치(DthL)보다 느린 경우, 즉 DthL 
≤ PtL인 경우, 제6 단계(S106)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에 Dth/2를 부가하여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7 단계(S107)로 이어진다. 즉, Window 
Offset ← Window Offset + Dth/2.

도시된 예에서, 복원 양이 Dth/2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복원 양은 일부 상황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제7 단계(S107)
는 제2 상실 경로 카운터(30)가 제2 경로 상실 계수치(L_lost_ct)를 1씩 감소, 즉 L_lost_ct ← L_lost_ct - 1시키
는 제8 단계(S108)로 이어진다.

또한, 제2 경로 상실 계수치(L_lost_ct)는 제로의 최소치를 갖는다.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이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임계치(DthE)보다 빠른 경우, 
즉 DthE ≥ PtE인 경우, 제5 단계(S105)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
이 너무 멀거나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임계치(DthL)보다 느린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9 단계(S109)로 진행한다.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
이밍의 임계치(DthL)보다 빠른 경우, 즉 DthL PtL인 경우, 제9 단계(S109)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제1 
검색창 오프셋 양(f1)으로부터 Dth/2를 감산하여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 근방에 오게 하는 제
10 단계(S110)로 진행된다. 즉, Window Offset ← Window Offset - Dth/2.
    

제10 단계(S110)는 제1 상실 경로 카운터(29)가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를 1씩 감산하는, 즉 E_lost_ct ← 
E_lost_ct - 1이 되는 제11 단계(S111)로 이어진다.

또한,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는 제로의 최소치를 가진다.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이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임계치(DthE)보다 빠른 경우, 즉 DthE ≥ Pt
E인 경우와,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의 임계치(DthL)보다 느린 경
우, 즉 DthL ≤ PtL인 경우, 제5 및 제9 단계(S105 및 S109)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검색 범위(SR)로
부터 임계치 폭(Dth)을 차감함으로써 구해진 값(SR - Dth)과 경로 간격(P_Spread)을 비교하는 제12 단계(S112)로 
진행한다. 경로 간격(P_Spread)이 값(SR - Dth)보다 큰 경우, 즉 P_Spread ≤ (SR - Dth)인 경우, 제1 검색창 오
프셋 계산부(27)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값(f1)을 복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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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간격(P_Spread)이 값(SR - Dth)보다 큰 경우, 즉 P_Spread (SR - Dth)인 경우,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
27)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 또는 가장 먼 유효 경로 중 어느 한 경로를 상실한다.

    
구체적으로, 제12 단계(S112)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과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을 비교하는 제13 단계(S113)로 이어진다.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보다 낮은 경우, 즉, PLE < PLL인 경우, 제13 단계(
S113)는 제1 상실 경로 카운터(29)가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를 1씩 증가시키는, 즉 E_lost_ct ← E_lost
_ct + 1인 제14 단계(S114)로 이어진다.
    

제14 단계(S114)는 제17 단계(S107)로 되돌아 간다. 즉,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
프트하여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를 상실시킨다.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E)이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피크 레벨(PLL)보다 더 높은 경우, 즉, P
LE ≥ PLL인 경우, 제13 단계(S113)는 제2 상실 경로 카운터(30)가 제2 경로 상실 계수치(L_lost_ct)를 1씩 증가, 
즉, L_lost_ct ← L_lost_ct + 1 시키는 제15 단계(S115)로 진행하게 된다. 제15 단계(S115)는 제10 단계(S110)
로 되돌아 간다. 즉,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여 가장 먼 유효 경로를 상실시킨
다.

경로 보호 상태(h)가 모든 유효 경로가 풀-오프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가정될 것이다. 이 경우에, 검색기(12A)는 현
재 클리어되게 될 방식으로 상실된 유효 경로를 구제하기 위한 처리를 수행한다.

특히, 제4 단계(S104)는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가, 제1 상실 경로 카운터(29)의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
st_ct)가 제로와 동일한지, 즉 E_lost_ct = 0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16 단계(S116)로 이어진다.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가 제로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는 제어가능한 검색창
을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 근방에 오게 하는데, 이는 제어가능한 검색창보다 더 근접해 있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
부(27)에 의해 상실된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16 단계(S116)는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가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에 따라 제2 검색창 오프셋 양(f2)을 계산하는 제17 단계(S117)로 진행하는데, 그것은 
Window Offset ← Window Offset - (E_lost_ct × Dth/2)와 같다.
    

제17 단계(S117)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제1 상실 경로 카운터(29)를 제로로 클리어 하는, 즉 E_lost_
ct = 0으로 하는 제18 단계(S118)로 이어진다.

제1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가 제로와 동일할 때, 제16 단계(S116)는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가, 제2 상
실 경로 카운터(30)의 제2 경로 상실 계수치(L_lost_ct)가 제로와 동일한지, 즉 L_lost_ct = 0으로 되는지 여부를 결
정하는 제19 단계(S119)로 이어진다.

    
제2 경로 상실 계수치(L_lost_ct)가 제로와 동일하지 않을 때,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BTS의 기준 수신 타이밍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하는데, 이는 제어가능한 검색창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에 의해 상실된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제19 단계(S119)는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
(31)가 제2 경로 상실 계수치(L_lost_ct)에 따라 제2 검색창 오프셋 양(f2)을 계산하는 제20 단계(S120)로 진행하
는데, 그것은 Window Offset ← Window Offset + (L_lost_ct ×Dth/2)와 같다.
    

제20 단계(S120)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제2 경로 상실 카운터(30)를 제로로 클리어 하는, 즉 L_lost_
ct = 0으로 하는 제21 단계(S121)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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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및 제2 경로 상실 계수치(E_lost_ct와 L_lost_ct) 둘다 제로와 동일한, 즉 E_lost_ct = 0이고 L_lost_ct = 0인 
경우,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31)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시키지 않는데, 이는 상실된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시프트될 때,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27)가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E), 
가장 먼 유효 경로의 수신 타이밍(PtL),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용 수신 피크 레벨(PLE), 가장 먼 유효 경로용 수신 피
크 레벨(PLL), 및 경로 간격(P_Spread)을 클리어한다.

전술된 프로세싱을 수행함으로써, 수신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전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큰 전파 지연이 예견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 계산기(15)의 상관기의 개수를 증가
시키지 않고도 검색 및 수신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경로에 대한 수신 타이밍의 변동을 따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몇몇 실시예와 결합하여 설명되었지만, 본 분야의 숙련된 자라면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본 발명을 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은 기지국 대신에 이동 터미널에 사용되는 수신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최대 비율 결합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아무튼, 본 발명에 따른 수신기는 각 셀 또는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같이 검색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때 조
차도 크기면에서 작아지게 된다. 이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수신된 데이타 신호의 전파 지연 또는 수신 타이밍의 변동
에 기초하여 시프트 또는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는 본 발명이 다양한 레이크 결합을 실행하는 CDMA 수신기에 매우 효
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 타이밍을 검출하기 위하여 CDMA 시스템에서 검색창을 갖는 검색기에 의해 복수개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되는 수
신된 데이타 신호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검색기의 검색창이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의 전파 지연을 따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

수신 타이밍을 검출하기 위하여 CDMA 시스템에서 검색창을 갖는 검색기에 의해 복수개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되는 수
신된 데이타 신호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검색기의 검색창이 상기 수신 타이밍의 변동을 따르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수신 타이밍을 검출하기 위하여 CDMA 시스템내의 검색기에 의해 복수개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되는 수신된 데이타 신
호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검색기가 검색할 수 있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
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상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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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과 피크 레벨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시프팅 단계는

상기 피크 타이밍과 상기 피크 레벨에 응답하여, 임계치를 참조하여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단계;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단계는

상기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연속적으로 지연하여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 계산을 행하여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관치를 연속적으로 합산하여 상기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 피크 레벨 및 경로 보호 상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시프팅 단계는

상기 피크 타이밍, 상기 피크 레벨 및 상기 경로 보호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를 참조하여 검색
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단계;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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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단계는

상기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연속적으로 지연하여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 계산을 행하여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상관치를 연속적으로 합산하여 상기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CDMA 시스템에서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수신된 데이타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
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단계;

상기 수신 타이밍을 사용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를 역확산하여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의 최대 비율 결합을 행하여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상기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로 디코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과 피크 레벨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시프팅 단계는

상기 피크 타이밍과 상기 피크 레벨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를 참조하여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단계;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 17 -



등록특허 10-0371283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 피크 레벨 및 경로 보호 상태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시프팅 단계는

상기 피크 타이밍, 상기 피크 레벨 및 상기 경로 보호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를 참조하여 검색
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단계;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복수개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되는 수신된 데이타 신호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검색하는 CDMA 수신기에 사용하기 위한 
검색기에 있어서,

상기 검색기가 검색할 수 있는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
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계산 수단;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상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 수단; 및

상기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트하는 시프팅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수단은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과 피크 레벨을 생성하고,

상기 시프팅 수단은,

임계치가 공급되며 상기 결정 수단에 접속되며, 상기 피크 타이밍과 상기 피크 레벨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를 참조하
여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

확산 코드를 발생시키기 위한 확산 코드 발생기;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상기 계산 수단에 공급되는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
는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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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연속적으로 지연하여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검색용 지연 회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 계산을 행하여 상관치를 생성하는 복수개의 상관기; 
및

상기 상관치를 연속적으로 합산하여 상기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복수개의 가산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기.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수단은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 피크 레벨 및 경로 보호 상태를 생성하고;

상기 시프팅 수단은,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가 제공되고 상기 결정 수단에 접속되며, 상기 피크 타이밍, 상기 피크 레벨 및 상기 경로 보호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를 참조하여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

확산 코드를 발생시키기 위한 확산 코드 발생기;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상기 계산 수단에 공급되는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
는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 수단은

상기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연속적으로 지연하여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는 검색용 지연 회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상기 연속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 계산을 행하여 상관치를 생성하는 복수개의 상관기; 
및

상기 상관치를 연속적으로 합산하여 상기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복수개의 가산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기.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는,

상기 피크 타이밍과 상기 피크 레벨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를 참조하여 제1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
산하는 제1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기준 수신 타이밍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장 근접한 유효 경로가 상실될 때 제1 경
로 상실 계수치를 1씩 증가시키기 위한 제1 상실 경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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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이 상기 기준 수신 타이밍 근방에 오게 됨으로 인해 가장 먼 유효 경로가 상실될 때 제2 경로 상
실 계수치를 1씩 증가시키기 위한 제2 상실 경로 카운터;

상기 제1 및 제2 경로 상실 계수치에 기초하여 제2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기 위한 제2 검색창 오프셋 계산부; 및

상기 경로 보호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검색창 오프셋 양 중 어느 하나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으로서 선택
하기 위한 선택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기.

청구항 17.

수신된 데이타 신호에 응답하여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CDMA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CDMA 수신기에 있
어서,

일정한 검색 범위를 갖는 제어가능한 검색창에서, 상기 수신된 데이타 신호와 연속적으로 지연된 확산 코드간의 상관치
를 계산하여, 합산된 상관치를 생성하는 계산 수단;

상기 합산된 상관치로부터 수신 타이밍을 결정하는 결정 수단;

상기 수신 타이밍이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에 놓여지도록 상기 제어가능한 검색창을 시프팅하는 시프팅 수단;

상기 수신 타이밍을 사용하여 상기 수신 데이타 신호를 역확산하여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는 역확산 
수단;

상기 역확산 및 검출된 데이타 신호의 최대 비율 결합을 행하여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결합된 데이타 신호를 상기 디코딩된 데이타 신호로 디코딩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수단은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과 피크 레벨을 생성하고,

상기 시프팅 수단은,

임계치가 공급되고 상기 결정 수단에 결합되며, 상기 피크 타이밍과 상기 피크 레벨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를 참조하
여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기 위한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

확산 코드를 발생시키기 위한 확산 코드 발생기;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상기 계산 수단에 공급되는 오프셋 지연 확산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기.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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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수단은 상기 수신 타이밍으로서, 피크 타이밍, 피크 레벨 및 경로 보호 상태를 생성하고;

상기 시프팅 수단은,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가 제공되고 상기 결정 수단에 접속되며, 상기 피크 타이밍, 상기 피크 레벨 및 상기 경로 보호 
상태에 응답하여, 상기 임계치와 상기 검색 범위를 참조하여 검색창 오프셋 양을 계산하는 검색창 오프셋 제어부;

확산 코드를 발생시키기 위한 확산 코드 발생기; 및

상기 확산 코드를 상기 검색창 오프셋 양만큼 지연하여 상기 계산 수단에 공급되는 오프셋 지연된 확산 코드를 생성하
는 검색창 오프셋용 지연 회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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