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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히런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탐색을 수행하기위한 장치 및 방법

요약

    
이동 통신 신호들을 전송하는 코히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신호 탐색을 
수행하기 위한 기지국 수신기 어셈블리(400)가 설명된다. 어셈블리(400)는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 수신기(30
0), 및 에너지 조정 생성기(490)를 포함한다. 에너지 조정 생성기는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로부터의 에너지 매
트릭(energy metric; 241)을 심볼 매칭 카운트(447)와 조합하여 핑거 매니저(260)로의 입력들에 가중치를 부가하
는 동작을 한다. 심볼 매칭 카운트(447)는,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로부터의 출력이 수신기(300)로부터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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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매칭되는 횟수의 비교에 의해서 얻어지는 카운트에 기초한다. 심볼 매칭 카운트(447)는, 핑거 매니저(260)에 의해 
선택된 시간 오프셋이 이동 통신 신호(107)의 시간 오프셋과 대응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이동 통신,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 코히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무선 통신 시스템, 기지국 수신기 어셈블
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코히런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탐색을 수행하기 위
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코드화된 통신 신호들을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본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중의 하나가, 이후 본 
명세서에서 IS-95로서 참조되는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Interim Standard 95B (TIA IS-9
5B)에서 발표된 것과 같은, 다이렉트 시퀀스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DS-CDMA; Direct Sequence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셀룰라 통신 시스템이다. IS-95에 따르면, DS-CDMA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드화된 통신 신호
들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지 사이트들에 위치하는 이동국들과 기지 송수신국들(BTS) 사이의 공통 1.25 MHz 대역
폭 채널 내에서 전송되는 확산 스펙트럼 신호들을 포함한다. 무선 주파수 (RF) 스펙트럼의 각 1.25MHz 대역폭 부분 
또는 1.25MHz 대역폭 채널은 특정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는 확산 스펙트럼 신호들을 반송(搬送)하며 공통적으
로 협대역 DS-CDMA 채널로서 참조된다. BTS에 의한 확산 스펙트럼 신호들의 복원은 논-코히런트(non-coherent) 
복조 기술들의 이용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코히런트 광대역 CDMA 송신 신호 구성을 제안하는 다수의 국제 표준 계획들이 존재한다. 무선 통신 환경에서의 
고속 회로 및 패킷 데이터 서비스들을 전개하라는 요구에 따라, 음성 및 저속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된 현재의 협대
역 CDMA 신호 전송 구성으로부터의 발전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보다 고속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히런트 
복조 방식이 이용되는 광대역 CDMA 신호 전송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코히런트 복조 방식은 이동국으로부터 BTS로의 
업링크 신호 경로에 부가되는 파일럿 신호의 이용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이 파일럿 신호는 BTS 내의 수신기 다중 경
로 신호 탐색기에 의해 송신된 이동국 신호와 원치 않은 잡음 간섭 사이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동국으로부터 BTS로 송신되는 이동 통신 신호는 빌딩과 같은 부근의 산란 구조들(scatterer)에 의해 반사되어, 송
신되는 신호의 다중 경로 전파를 야기한다. 이러한 반사는 통상 다중 경로 복제 신호(multipath replicas)라 불리는, 
다양한 시간에서 다양한 전력 레벨들로 기지국 사이트 수신기에 도달하는 원시 송신 신호의 복제 신호를 생성한다. 이 
전력 레벨들은 다중 경로 복제 신호들에 의해 전달되는 전파 거리들에 의해 결정된다. BTS에 의한 수신 시, 원시 송신 
신호 및 그의 다중 경로 복제 신호들은 필터링, 역확산, 재결합 및 디코드되어 소정의 음성 또는 데이터 신호를 생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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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의, 통상 협대역 간섭으로 불리는, 잡음 간섭을 억제하는 능력은, 부분적으로는 시스템의 프로세
싱 이득에 의해 결정된다. 광대역 CDMA 시스템 구성은, 협대역 CDMA 시스템들과 비교했을 때, 본래 보다 높은 프로
세싱 이득 (정보 속도에 대한 점유 대역폭의 비율)을 갖는다. 이 높은 프로세싱 이득은 광대역 CDMA 시스템에서 유효
한 부가적인 다중 경로 성분들에 의해 높은 신호 분해능뿐만 아니라 내잡음 장해성(noise immunity)의 장점을 갖는다.

    
불행하게도,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다중 경로 성분, 또는 신호 탐색은, 협대역 (IS-95) 무선 통신 시스템에
서의 다중 경로 탐색과 비교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 첫 번째로, IS-95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전형적으로 분해된 고 
에너지 단일 신호는,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분해된, 다수의 저 에너지 신호들로 된다. 그러므로, 광대역 무선 통
신 시스템은 다중 경로 신호마다의 유효하지 않은 신호 에너지로 인해 낮은 다중 경로 신호 검출 가능성을 갖는다. 두 
번째로,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된 탐색 윈도우에 대한 감소된 칩 주기는 탐색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pn 오
프셋들을 산출한다. 따라서, 탐색 윈도우 내의 pn-오프셋들이 잘못 검출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이에 의해 전반적으로 
높은 거짓 경고 가능성이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BTS 내의 보다 낮은 다중 경로 신호 
검출 및 보다 높은 거짓 알람과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다 높은 감도를 갖는 다중 경로 탐색기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 기술의 설계에 있어서 고유의 낮은 다중 경로 신호 검출 및 증가된 거짓 경고 문제들을 용이하게 극복하
는, 광대역 무선 통신 시스템 내의 신호 탐색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광대역 CDMA 무선 통신 시스템(100)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이동 통신 신호들 및 이들의 다중 경로 복제 신호들과 관련된 시간 오프셋들을 동일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종래
의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의 블록도.

도 3은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에 의해 선택된 시간 오프셋들에서 이동 통신 신호를 복조하는데 사용되는 종래의 
RAKE 수신기의 부분적인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 RAKE 수신기(300) 및 에너지 조정 생성기
(490)를 포함하는 기지국 수신기 어셈블리(400)의 블록도.

    실시예

코히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 통신 신호의 탐색의 개선안이 제공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지국 사이트 RAKE 수신기와 통신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
르면, 비교 매트릭, 또는 심볼 매칭 카운트, 및 기존의 에너지 매트릭을 이용하여, 기지국 사이트 RAKE 수신기에서의 
탐색 동작을 조정한다.

    
특히, 이동 통신 신호를 전송하는 코히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이동 통
신 신호를 탐색하기 위한 기지국 수신기 어셈블리(400)가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다. 기지국 수신기 어셈블리(400)는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 수신기(300), 및 에너지 조정 생성기(490)를 포함한다. 이 에너지 조정 생성기(490)는 
에너지 매트릭(241)을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심볼 매칭 카운트(447)에 의해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로부터 신호
(448)를 생성한다. 신호(448)는 조정된 에너지 값으로 구성되며, 이 에너지 값은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와 같은 
종래의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에서 가능한 에너지 매트릭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에너지 매트릭을 나타낸다. 심볼 매칭 
카운트(447)는 이후에 수신기 핑거 복조에서 사용되는 pn-오프셋들을 선택을 관리하는 개선된 에너지 매트릭을 제공
하는데 필요한 부가적 정보를 제공한다. 심볼 매칭 카운트(447)는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로부터의 출력과 수신
기(300)로부터의 출력이 동일하게 되는 횟수의 비교 결과이다. 따라서, 이는 핑거 매니저(260)에 의해 선택된 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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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셋이 이동 통신 신호(107)의 유효 시간 오프셋에 대응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제 도면들을 참조하면,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구성 소자들을 나타내고, 도 1은 전형적인 종래 기술의 코히런트 
CDMA 무선 통신 시스템(100)을 도시한 도면이다. 코히런트 CDMA 무선 통신 시스템(100)은, 다중 캐리어 CDMA 
셀룰라 통신 시스템도 적합하지만, 다이렉트 확산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DS-CDMA) 셀룰라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

    
코히런트 CDMA 무선 통신 시스템(100)은 각각 커버리지 영역(122, 124, 126)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 사이트(1
01, 106, 105), 및 비록 도면에는 단 하나의 이동국(103)만을 도시하였지만 하나 이상의 이동국들이 포함된다. 기지 
사이트(101, 106, 105)는 다른 구성 중에서, 프로세서(140)와 메모리(150)를 포함한다. 기지 사이트(101)는, 안테
나(102)를 통해, 이동국(103)으로 코드화된 통신 신호들을 송신하고 이동국(103)으로부터 코드화된 통신 신호를 수
신하는 (도시되지 않은)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수신기, 바람직하게는, 송수신기 내의 RAKE 수신기는, 이동국으로부터의 유입하는 다중 경로 코드화된 통신 신호들의 
탐색 능력, 본 기술에 공지되어 있는 RAKE 수신기의 구성 및 동작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이동국(103)은 커버리지 
영역(122) 내에서 기지 사이트(101)로 코드화된 통신 신호들을 송신하고 기지 사이트(101)로부터 코드화된 통신 신
호들을 수신하는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이동국(103)으로부터 송신된 코드화된 통신 신호들은 파일럿 신호와 데이터 신
호를 포함한다. 기지 사이트에 의해 코히런트 복조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파일럿 신호는 +1들로 표현되는 비
트 스트림으로 구성되며,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 신호는 +1들 및 -1들로 표현된다.
    

기지 사이트(101, 106, 및 105)는, 다른 구성 중에서 프로세서(140)와 메모리(150)를 포함하는 기지국 제어기(BS
C)(130)에 결합되고, 이어서, 또한 프로세서(140)와 메모리(150)를 포함하는 이동 스위칭 센터(MSC)(160)에 결합
된다. MSC(160)는 공지된 기술들을 이용하여 공중 교환 전화망 (PSTN)(162)에 결합된다.

    
이동 통신 신호(107)는 무선 주파수 (RF) 채널을 통해 이동국(103)과 기지 사이트(101) 사이에 전송된다. 이 RF 채
널은 [이동국(103)에서 기지 사이트(101)로의] 역방향 링크 및 [기지 사이트(101)에서 이동국(102)으로의] 순방향 
링크를 포함한다. 이동 통신 신호(107)는 기지 사이트(101)와 관련되고 이에 의해 할당된 (도시되지 않은) 의사 랜덤 
단 코드, 및 (도시되지 않은) 이동 유일 의사 랜덤 긴 코드 마스크를 포함한다. 이들 코드들의 포함에 의해, 기지 사이
트(101)에서 RAKE 수신기에 의해 지정가능하게 되는, 이동국(103)용 이동 유일 의사 랜덤 잡음 시퀀스 (PN 시퀀스)
가 얻어진다.
    

신호들(119 및 113)은, 예를 들어 빌딩(109)과 같은 산란 물체로부터의 이동 통신 신호(107)의 반사로 인한, 이동 
송신 신호(107)의 다중 경로 복제 신호들이다. 이동 통신 신호(107)의 다중 경로 복제 신호(119), 및 이동 통신 신호
(107)는 통상 pn-오프셋으로 참조되는, 기준 시간으로부터의 서로 다른 시간의, 시간 오프셋에서 기지 사이트(101)
에 도달한다. 서로 다른 pn-오프셋들은 변화하는 전파 거리들의 결과이다.

    
도 2는 이동 통신 신호들과 이들의 다중 경로 복제 신호와 관련된 시간 오프셋들을 동일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종래 기
술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의 블록도이다. 특정 시간 오프셋과 관계되는 신호 에너지 값은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
(200)에 의해 수신기에 의해 복조에 적합한 다중 경로 신호와 관련된 pn-오프셋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특정 이동국
으로부터의 송신을 복조하기 위해, 기지 사이트 수신기는 먼저 다른 다중 경로 신호들로부터 특정 이동국과 관련된 다
중 경로 신호들과 다른 부근의 송신기들과 관련된 간단한 잡음을 구별한다. 시간 오프셋 또는 pn-오프셋과 관련된 이
들의 로케이션을 포함하는, 특정 이동국의 다중 신호들의 식별은 안테나 또는 신호 탐색과 같이 시작한다. 디지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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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시스템에서, pn-오프셋은 의사 랜덤 잡음(PN) 칩들로 참조되는 시간 증분 시에 측정된다. 각 PN 칩은 대략 1.2
288 MHz 시스템을 위한 점유 대역폭, 예를 들어, 814 나노초 (ns) 및 3.844 MHz 시스템을 위한 271 ns의 역수에 
등가이다.
    

    
부채꼴형 안테나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섹터에 대해 2개의 안테나가 존재한다. 전형적인 시분할 복조 프로세스
를 위해, 탐색기는 탐색 윈도우로서 공통 참조되는 PN-오프셋 범위 전반에 인입하는 다중 경로 신호와 관련된 상관 공
지된 PN 시퀀스들에 의해 최강의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들을 식별한다. 그 다음,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안테
나 세트를 위해, 1/2 PN 칩 스텝만큼 증분된, pn-오프셋의 범위에 걸쳐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 에너지들을 계산하지만, 
이들 오프셋에서 정보를 복조 또는 디코드하지는 않는다. 소정의 에너지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 에
너지, 또는 에너지 매트릭은, 유효 이동국 송신이 특정 pn-오프셋에서 포착되었음을 가리킬 수 있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섹터 내의 안테나들이 연속적으로 탐색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모든 안테나들이 탐색된 
후에, 탐색기는 이들과 관련된 pn-오프셋에서, 획득된 에너지 매트릭을 출력한다. 그 다음, 결과로서 얻어진 pn-오프
셋들이 핑거 매니저에서 이미 선택된 pn-오프셋들과 비교된다. 이전에 선택된 pn-오프셋들은, 핑거 할당 알고리즘에 
의존하여, 하나 이상의 결과로서 얻어진 pn-오프셋들로 대체될 수도 대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택된 pn-오
프셋에서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은 다중 경로 신로들을 탐색 및 복조하기 위해 할당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대역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안테나(102)에서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들을 역확산하여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이들의 에너지 레벨들을 액세스한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는, 특정 
시간 오프셋에서 입력되는 신호가 소정의 이동 통신 신호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지된 코히런트 복조 
기술들에 사용한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을 위해 RF 수신기 프론트-엔드 블록(204)
을 포함한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PN 역확산기(220), 파일럿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232), 및 에너지 
누산기(230)를 포함한다. 대응하는 다수의 시간 오프셋들에서 탐색 중인 다수의 탐색 경로들로부터 출력된 다수의 에
너지 매트릭은 분류기(250)에 입력을 제공한다. 분류기(250)는 다수의 에너지 매트릭들에 기초하여 최적의 시간 오프
셋 집합(243)을 선택한 다음, 최적의 시간 오프셋 집합(243)을 수신기 핑거 탐색 및 복조를 관리하기 위해 핑거 매니
저(260)로 보낸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이동 통신 신호(107)를 안테나(102)를 통해 다중 경로 복제 신호의 형태로 수신한다. 
중간 주파수 복조, 아날로그 자동 이득 조정(AGC), 및 이동 통신 신호(107)의 아날로그-투-디지털 (A/D) 변환과 같
은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은 RF 수신기 프론트-엔드 블록(204)에서 공지된 방법 및 회로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아날
로그 AGC는 전형적으로 아날로그-투-디지털 (A/D) 변환기 앞에서 A/D 변환기의 다이나믹 동작 범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또한, RF 수신기 프론트-엔드 블록(204)은 또한 A/D 변환기로부터의 디지털 신호 출력을 이득 조정
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 집합(219)으로 변환한다. 이득 조정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 집합(219)
은, 이동국에 의해 송신 전에 이동 통신 신호에 부가되는, 의사 랜덤 코드를 제거하는 의사 랜덤 잡음 (PN) 역확산기(
220)에 의해 역확산된다. 각 이득 조정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에 대하여, PN 역확산기(220)는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대응하는 결합된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223)을 포함한다.
    

결합된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223)은 파일럿 신호 월시 코드 확산기(223)에서 일
련의 월시 코드 제로들의 제거에 의해 더 역확산된다.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은 파일럿의 파일럿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223)을 나타낸다.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은 에너지 
누산기(230)에 의해 처리되어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이동 통신 신호에 대한 에너지 매트릭(241)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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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누산기(230)는 코히런트 (또는 복합) 누산기(234), 크기 직교기(236), 및 논-코히런트 (또는 리얼) 누산기
(238)를 포함한다. 에너지 누산기(230)에 의한 수신 시,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은 코히런트 누산기(234)로 
전송된다. 그런데, 코히런트 누산기(234)는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을 코히런트 누
산하여, 개선된 신호-대-잡음 비를 갖는 파일럿 신호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을 생성한다.

    
다음, 파일럿 신호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은 파일럿 신호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크
기 직교기(236)로 입력되어, 파일럿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크기를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허수 성분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 논-코히런트 누산기(238)가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에너지 매트릭(241)을 생성하도록 동작한다. 분류기(2
50)는 에너지 매드릭(241)을 다른 시간 오프셋 경로들로부터 얻어진 다수의 다른 에너지 매트릭들과 함께 분류 및 랭
크하여, 사실상 이동 통신 신호(107)의 다수의 시간 오프셋들에 대응하게 될 것 같은, 최적의 시간 오프셋 집합(243)
을 생성한다. 따라서, 최적의 시간 오프셋 집합(243)은 이들의 대응하는 다수의 시간 오프셋들에서 역확산된 파일럿 
신호 부분들로부터 얻어진 에너지 매트릭에만 의존한다. 그 다음, 최상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243)은 핑거 매니저(
260) 내의 핑거 매니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택된 시간 오프셋에서 이동 통신 신호(107)를 복조하기 위해 (도 3과 
관련하여 설명된)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을 관리한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ASIC)를 사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3은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에 의해 선택된 시간 오프셋들에서 이동 통신 신호(107)와 그의 다중 경로 레플리
커들을 복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RAKE 수신기(300)는 이동국(103)으로부터 얻어진 할당된 시간 오프셋
들에서 수신된 다중 경로 신호들을 역확산 및 복조한다. RAKE 수신기(300)는 입력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102), 및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을 위한 RF 수신기 프론트-엔드 블록(204)을 포함한다. RAKE 수신기(300)는 하나
의 핑거 복조기 경로(350) 만이 상세히 도시되었지만,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RA
KE 수신기(300)는, 또한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로부터 얻어지는, 다수의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 예를 
들어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356)을 결합하기 위한 결합기(342)를 포함한다. RAKE 수신기(300)는 또한 디인터
리버(358)와 디코더(359)를 더 포함한다.
    

RAKE 수신기(300)는 안테나(102)를 통해 이동국 신호(107)를 포함한다. 중간 주파수 복조, 아날로그 자동 이득 조
정 (AGC), 및 CDMA 신호(107)의 아날로그-투-디지털 (A/D) 변환과 같은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은 RF 수신기 프
론트-엔드 블록(204)에서 공지된 방법과 회로들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RF 수신기 프론트-엔드 블록(204)은 A/D 
변환기로부터의 출력인 디지털 신호를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219)에서 조정된 이득 집합으로 변환한다.

    
할당된 시간 오프셋에서 이득 조정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집합(219)은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356)으
로의 변환을 위해 수신기 핑거 신호 복조기 경로(350)로 입력된다.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350)는 핑거 PN 역확산
기(351), 파일럿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332), 데이터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360), 및 핑거 데이터 신호 복조기
(354)를 포함한다.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350)에 의해 수신된 이득 조정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집합
(219)은 이동국(103)으로의 송신 이전에 이동 통신 신호(107)에 부가되는 의사 랜덤 코드를 제거하는 핑거 PN 역확
산기(351)에 의해서 역확산된다. 각 이득 조정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에 대해, 핑거 PN 역확산기(351)는 할
당된 시간 오프셋에서 대응하는 조합된 핑거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353)을 산출한
다. 할당된 시간 오프셋의 할당은 분류기(250)에 의해 선택된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에 기초하여 핑거 매니저(
260)에 의해 관리된다.
    

    
핑거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353)은 역확산을 위해 파일럿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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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로 전달되어 핑거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324)을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핑거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353)은 역확산을 위해 데이터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360)로 전달되어 핑거 역확산 데이터 
신호 부분(361)을 생성한다. 그 다음, 핑거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324)과 핑거 역확산 데이터 신호 부분(361)이 
핑거 데이터 신호 복조기(354)에서 복조되어 할당된 시간 오프셋에서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을 생성한다. 핑거 데이
터 신호 복조기(354)는 채널 추정기(362) 및 복합 승산기(364)를 포함한다. 채널 추정기(362)에 의해 수신된 핑거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324)은 핑거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324)과 관계된 위상 각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위상 각은 이동 통신 신호(107)와 관계되는 전파 지연에 의해 발생한다. 결과 위상 각(363)의 공액은 복합 승산기(3
64)에서 핑거 역확산 데이터 신호 부분(361)과 곱해져 할당된 시간 스트림에서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356)을 산
출한다.
    

    
그 다음, 결합기(342)는,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356)을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370)와 같은 부가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과 결합한다. 송신된 채널 심볼들의 추정을 포함하는 경합
된 신호 심볼 스트림(344)은 디인터리버(358)에 의해 수신된다. 디인터리버(358)는 결합된 신호 심볼 스트림(344)
에 대한 순서를 복원하여 이동 통신 신호(107)를 나타내는 디인터리브된 송신 채널 심볼들의 시퀀스를 산출한다. 디인
터리브된 송신 채널 심볼들의 시퀀스는 디인터리브된 송신 채널 심볼들의 시퀀스로부터 정보 비트들의 시퀀스를 추정
하는 디코더(359)로 입력되어, 이동 통신 신호(107)를 나타내는 디코드된 신호(380)를 출력한다. RAKE 수신기(30
0)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ASIC)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 RAKE 수신기(300) 및 에너지 조정 발생기
(490)를 포함하는 기지국 수신기 어셈블리(400)의 블록도이다. 에너지 조정 발생기(490)는 에너지 매트릭(241)에 
대한 에너지 정정을 발생하여 분류기(250)로 전달되는 신호(448)를 형성한다. 그 결과, 에너지 조정 발생기(490)는 
에너지 매트릭만을 이용하여 실현되는 증가된 다중 경로 검출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로부터의 출력들과 RAKE 수신기(300)로부터의 출력들의 비교로부터 얻어지는 심볼 매
칭 카운트(SMC)에 기초한다.
    

    
에너지 조정 발생기(490)는 데이터 월시 역확산기(460), 데이터 신호 복조기(470), 제1 이진 클리퍼(471). 제2 이
진 클리퍼(472), 비교기(473), 카운터(474) 및 펑션 블록(480)을 포함한다. 많은 적절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에너지 조정 발생기(490)는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와 RAKE 수신기(300)와 제휴하여 동작하고 다음과 
같은 심볼 매칭 카운트를 발생한다. 수신기 프론트-엔드(204)에 의해 이동 통신 신호(107)의 수신 및 이득 조정에 의
해 발생하는 이득 조정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집합(219)은 PN 역확산기(220)에 의해 수신된다. 탐색 
원도우에서 특정 시간 오프셋에서 역확산하는 다수의 PN 역확산기들, 또는 탐색 원도우를 가로질러 반복 역확산하는 
단일 PN 역확산기들이 이용될 수 있다. 도 2와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특정 PN 오프셋에서 역확산하는 PN 역확
산기는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결합된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223)을 산출한다. 
결합된 역확산 파일럿 및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223)은 송신 이전에 데이터 신호를 역확산하는 것과 
관련된 월시 코드를 제거하는 데이터 월시 코드 역확산기(460)로 입력되고, 이에 의해 역확산 데이터 신호 부분(461)
을 산출한다. 마찬가지로, 파일럿 월시 역확산기(232)로부터 발생하는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은 데이터 신호 
복조기(470)에 의해 수신된다. 그 다음, 데이터 신호 복조기(470)는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을 복조하여 신호 
스트림(426)을 생성한다.
    

    
데이터 신호 복조기(470)는 채널 추정기(462)와 복합 승산기(464)를 포함한다. 데이터 신호 복조기(470)로 입력된 
역확산 파일럿 신호 부분(224)은 채널 추정기(462)에 의해 수신된다. 채널 추정기(462)는 역확산 신호 부분(224)과 
관련된 위상 각(463)을 추정하다. 이동국(103)으로부터 송신된 다중 경로 신호의 위상 각(463)은 이동 통신 신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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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나타낸다. 위상 각(463)과 등가인, 다중 경로 레이 (multipath ray)의 디-로테이션(de-rotation)에 의해 수신
기 핑거들로부터 출력된 송신된 채널 심볼들을 다중 경로 탐색기(200)에서 처리되는 송신 채널 심볼들과 비교하는 능
력을 행한다. 위상 각(463)의 공액은 복합 승산기(464)에서 역확산 신호 부분(461)과 곱해져, 신호 스트림(426)을 
산출한다. 따라서, 신호 스트림(426)은, 소정의 시간 주기에 걸쳐 송신된 채널 심볼들과 결합된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
림과의 비교가 실행가능하게 되도록 디-로케이트된, 송신된 채널 심볼들의 표현이다.
    

    
신호 스트림(426)은 제1 이진 클리퍼(471)로 변환되어 제1 이진 신호 스트림(445)을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로부터 출력된 결합된 신호 심볼 스트림(344)은 제2 이진 클리퍼(472)에서 변환되어 제2 
이진 신호 스트림(446)을 생성한다. 제1 이진 신호 스트림(445)은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이동 통신 신호(107)의 
추정을 나타내는 심볼들을 포함한다. 제2 이진 신호 스트림(446)은 핑거 매니저(260)에 의해 할당된 시간 오프셋에서 
이동 통신 신호(107)의 추정을 나타내는 심볼들을 포함한다.
    

    
제1 이진 신호 스트림(445)과 제2 이진 신호 스트림(446)은 비교기(473)에서 비교되어 제1 및 제2 이진 스트림들로
부터의 2개의 대응하는 심볼들이 동일할 때 1의 값을 산출한다. 비교기(473)는 제1 및 제2 이진 스트림들로부터 2개
의 대응하는 심볼들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0의 값을 산출한다.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에 의해 시간 오프셋의 정
확한 선택이 이미 행해지면, 제1 이진 신호 스트림(445)은 시간 주기 동안 제2 이진 신호 스트림(446)과 실제로 동일
하게 될 것이다.
    

    
카운터(474)는 비교기(473)로부터의 출력(475)을 수신한 다음, 시간 주기 내에 비교기(473)가 1의 값을 산출하는 
횟수를 카운트하는 동작을 한다. 카운터(474)의 동작 결과, 심볼 매칭 카운트(447)가 발생된다. 심볼 매칭 카운트(4
47)는, 시간 주기 동안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이 이동 통신 신호(107)를 포함하게 되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심볼 매칭 
카운트(447)는 펑션 블록(480)에서 에너지 매트릭(241)에 더해져, 분류기(250)에 의해 사용하기 위한 신호(448)를 
출력으로서 산출한다. 따라서, 심볼 매칭 카운트(447)는 분류기(250)에 의해 수신된 입력에 가중치 함수를 제공하고, 
이에 의해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443)이 얻어진다. 따라서,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443)의 집합은 종래 기술의 
설계에서 제공되는 에너지 매트릭(241)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243)의 집합보다 실제로 정확하
다.
    

펑션 블록(480)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또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와 같은 임의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펑션 블록(480)은 다음과 같은 예시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신호(448)를 발생할 수 있다.

조정된 에너지(m)= 에너지(m)+f(SMC(m)), m=1,2...M

여기서, f는 변화없는 비-감소 함수이고, M은 탐색하고자 하는 시간 오프셋들의 전체 개수이다.

    
전체 M 오프셋들은 신호(448)와 같은, 분류기(250)로 입력된 신호들의 조정된 에너지 값들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분
류된다. 그러므로, 낮은 에너지 값(241)을 갖지만 고 SMC(447)을 갖도록 결정된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에 의
해 수신된 신호는, 핑거 매니저(260)에 의한 수신기 핑거 할당을 행하게 될 신호로서 수락될 것이다, 그 결과, 약한 이
동 통신 신호들이 검출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성공적인 수신기 복조가 행해질 수 있는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들을 
선택하기 위한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200)의 능력이 개선된다.
    

광대역 CDMA 시스템에서의 CDMA2000 시스템 및 그의 애플리케이션이 특히 본 명세서에서 참조될 수 있지만, 본 발
명은 임의의 코히런트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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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 기반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은 개인용 통신 시스템, 트렁크드 시스템 (trunked s
ystems), 위성 시스템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도 제한되지 않고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형태의 디지털 무선 주파수 
채널들에 적용가능한 본 발명의 기본 개념들이 또한 무선 주파수 시그널링 채널들, 전자 데이터 버스들, 와이어선 채널
들, 광 파이버 링크 및 위성 링크들과 같은, 다른 형태의 통신 채널들에서도 또한 적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들, 및 본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실시예들과 다른 실시예들은 본 명세서에 첨부된 클레임 및 그의 
등가물의 기술 정신 및 기술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 통신 신호를 전송하는 코히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
기 이동 통신 신호에 대해 대응하는 다수의 시간 오프셋에서 탐색하는 다수의 탐색 경로들을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
기에 있어서,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집합을 입력으로 하여,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역확산 파일럿(despread pilot)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결합 집합을 출력하는 PN 역확산기(PN despreader);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을 입력으로 하여, 파일럿 신호 부분을 출력
하는 파일럿 신호 월시(Walsh) 코드 역확산기;

한 시간 주기 동안, 상기 파일럿 신호 부분을 수신하여,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대응하는 에너지 매트릭(ener
gy metric)을 출력하는 에너지 누산기; 및

상기 에너지 매트릭,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 상기 파일럿 신호 부분, 및 R
AKE 수신기로부터의 결합된 신호 심볼 스트림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이 상기 이동 통신 신호들
의 유효 시간 오프셋에 대응하게 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생성하는 에너지 조정 생성기

를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 조정 생성기는,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을 수신하여, 데이터 신호 부분을 출력하는 
데이터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

상기 파일럿 신호 부분을 사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 부분을 복조하여 신호 스트림 -상기 신호 스트림은 심볼들을 포
함함-을 생성하는 데이터 신호 복조기;

상기 신호 스트림을,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다수의 심볼들을 포함하는 
제1 이진 신호 스트림들로 변환하기 위한 제1 이진 클리퍼(clipper);

상기 조합된 신호 심볼 스트림을, 상기 이동 통신 신호들을 나타내는 제2 다수의 심볼들을 포함하는 제2 이진 신호 스
트림으로 변환하기 위한 제2 이진 클리퍼;

상기 제1 이진 신호 스트림과 상기 제2 이진 신호 스트림을 비교하여 그 값을 생성하기 위한 비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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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기가 상기 시간 주기 내에 상기 값을 산출하는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시간 주기 동안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
프셋이 상기 이동 통신 신호의 유효 시간 오프셋에 대응하게 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심볼 매칭 카운트를 출력하는 카
운터; 및

상기 심볼 매칭 카운트를 상기 에너지 매트릭에 더하여 그 신호를 산출하는 펑션 블록

을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기는 상기 제1 및 제2 이진 스트림들로부터의 2개의 대응하는 심볼들이 동일할 때 1의 값을 산출하고, 상기 
제1 및 제2 이진 스트림들로부터의 2개의 대응하는 심볼들이 동일하지 않을 때 0의 값을 산출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는 상기 이동 통신 신호의 송신 전에 상기 데이터 신호 부분의 확
산에 관계하는 월시 코드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 복조기는,

상기 파일럿 신호 부분에 관계하는 위상 각 -상기 위상 각은 이동 통신 신호 지연으로부터 얻어짐-을 추정하기 위한 
채널 추정기; 및

상기 데이터 신호 부분을 상기 위상 각의 공액(conjugate)과 곱하여 상기 신호 스트림을 산출하는 복합 승산기(Comp
lex Multiplier)

를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DMA 무선 통신 시스템 수신기는,

상기 신호와 다수의 다른 시간 오프셋에서 대응하는 다수의 다른 신호들을 입력으로 하여, 상기 다수의 다른 신호들에 
의해 상기 신호를 분류 및 랭크하여 상기 이동 통신 신호에 관계되는 다수의 유효 시간 오프셋들에 대응할 것 같은 최적
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분류기;

상기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복조하도록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을 
관리하는 핑거 매니저;

다수의 다른 시간 오프셋에서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을 다수의 다른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과 결합하여 송신된 
채널 심볼들의 추정을 포함하는 결합 신호 심볼 스트림을 산출하기 위한 결합기;

상기 결합 신호 심볼 스트림에 대한 순서를 복원하여,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나타내는 디인터리브된 송신 채널 심볼들
의 시퀀스를 출력하기 위한 디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브 송신 채널 심볼들의 상기 시퀀스로부터 정보 비트들의 시퀀스를 추정하여, 상기 이동 통신 신호와 실제로 
동일한 디코드된 신호를 출력하는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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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로들 각각은,

수신기 프론트 엔드(front end)에 의해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수신 및 이득 조정하여 얻어진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집합을 입력으로 하여, 다수의 할당된 신호 오프셋들 중 하나에서 핑거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결합 집합을 출력하는 핑거 PN 역확산기;

핑거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을 역확산하여, 핑거 파일럿 신호 부분
을 생성하기 위한 파일럿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

핑거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을 역확산하여, 핑거 데이터 신호 부분
을 생성하는 데이터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 및

핑거 파일럿 신호 부분과 상기 핑거 데이터 신호 부분을 수신하여, 상기 다수의 할당된 시간 오프셋들중의 하나에서 수
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을 출력하는 핑거 데이터 신호 복조기

를 더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

청구항 8.

이동 통신 신호를 전송하고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 및 이동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RAKE 수신기를 포함하는 코히
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조정 생성기에 있어서,

상기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로부터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결합 집합을 수신하여 대
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데이터 신호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신호 월시 코드 역확산기;

상기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로부터 상기 데이터 신호 부분과 파일럿 신호 부분을 수신하여, 신호 스트림을 출력하기 위
한 데이터 신호 복조기;

상기 신호 스트림을 제1 이진 신호 스트림 -상기 제1 이진 신호 스트림은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나타내는 제1 다수의 심볼들을 포함함-으로 변환하기 위한 제1 이진 클리퍼;

다수의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로부터 얻어지는 결합된 신호 심볼 스트림을 제2 이진 스트림 -상기 제2 이진 신호 
스트림은 상기 이동 통신 신호들을 나타내는 제2 다수의 심볼들을 포함함-으로 변환하기 위한 제2 이진 클리퍼;

상기 제1 이진 신호 스트림을 상기 제2 이진 신호 스트림과 비교하여 그 값을 생성하기 위한 비교기;

상기 시간 기간 내에 상기 비교기가 상기 값을 산출한 횟수를 계수하여, 심볼 매칭 카운트 -상기 심볼 매칭 카운트는, 
한 시간 주기 동안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이 상기 이동 통신 신호의 유효 시간 오프셋에 대응하게 되는 가능성을 나
타냄-를 출력하는 카운터; 및

상기 심볼 매칭 카운트를 상기 다중 경로 신호 탐색기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매트릭에 더하여,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
셋이 상기 이동 통신 신호의 유효 시간 오프셋에 대응하게 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를 산출하는 펑션 블록

을 포함하는 에너지 조정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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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코히런트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대응하는 다수의 시간 오프셋에서 이동 통신 신호를 
탐색하는 다수의 탐색 경로들을 포함하는 다중 경로 탐색기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신호 탐색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수신 및 이득 조정하여 얻어진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집합을 PN 역확산(despread
ing)하여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결합 집합을 산출하는 
단계;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을 월시 역확산하여 데이터 신호 부분을 출력
하는 단계;

역확산 파일럿과 데이터 동위상 (I) 및 직교 (Q) 성분들의 상기 결합 집합을 월시 역확산하여 파일럿 신호 부분을 출력
하는 단계;

한 시간 주기 동안 상기 파일럿 신호 부분을 처리하여,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 대응하는 에너지 매트릭을 생성
하는 단계;

상기 파일럿 신호 부분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신호 부분을 복조하여 심볼들을 포함하는 신호들을 생성하는 단계;

제1 이진 클리퍼에 의해서 상기 신호 스트림을 제1 이진 신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단계;

제2 이진 클리퍼에 의해서 다수의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로부터 얻어진 결합 신호 심볼 스트림을 제2 이진 신호 스
트림으로 변환하는 단계;

비교기에 의해 상기 제1 이진 신호 스트림과 상기 제2 이진 신호 스트림으로부터의 2개의 대응하는 심볼들을 비교하여, 
상기 2개의 대응하는 심볼들이 동일할 때는 1의 값을 산출하고 상기 2개의 대응하는 심볼들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0의 
값을 산출하는 단계;

카운터에 의해 상기 비교기가 상기 시간 주기 내에 1의 값을 산출하는 횟수를 계수하여, 상기 시간 주기에 대해 대응하
는 시간 오프셋이 상당한 이동 통신 신호 에너지를 포함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심볼 매칭 카운트를 출력하는 단계
; 및

펑션 블록에 의해 상기 심볼 매칭 카운트를 상기 에너지 매트릭에 더하여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이 상당한 이동 통
신 신호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 -상기 신호는 조정된 에너지 값을 포함함-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신호 탐색의 수행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분류기에 의해, 다른 시간 오프셋들에서의 탐색으로부터 얻어진 다수의 다른 신호들과 함께 상기 신호를 분류 및 랭킹
하여,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최적의 시간 오프셋들의 집합에 기초하여 상기 이동 통신 신호를 복조하도록 상기 다수의 수신기 핑거 복조기 경
로들을 관리하는 단계;

상기 대응하는 시간 오프셋에서의 수신기 신호 스트림을 상기 다수의 수신기 핑거 신호 스트림들과 결합하여, 송신된 
채널 심볼들의 시퀀스를 포함하는 상기 결합 신호 심볼 스트림을 산출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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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합 신호 심볼 스트림에 대한 순서를 복원하여, 디인터리브된 송신 채널 심볼들의 시퀀스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디인터리브된 송신 채널 심볼들로부터 다수의 정보 비트들을 추정하여 상기 이동 통신 신호와 사실상 동일한 디코
드된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신호 탐색의 수행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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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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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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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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