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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복수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에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파일롯월쉬코드 및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파일롯신호 및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는 복수의 역확산부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를 선택

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경로제어기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서 출력되는 파일롯신호을 이용하여 안테나 웨이팅신호

를 발생시키는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를 더하는 덧셈기와, 상

기 역환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기지국의 전송방법에 따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이동국 단말기용 수신기 시스템을 OTD, TSTD, STD, TXAA 등의 다양한 기지

국 전송 다이버시티 방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기지국, 전송, 다이버시티, 이동국, 단말기, 수신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단말기용 수신기의 구성도.

도 2는 OTD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

도 3은 TSTD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

도 4는 STD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

도 5는 TXAA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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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

101, 103 : 역확산부

105 : 경로제어기

107 :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

109 : 덧셈기

111 : 파일롯신호 합성기

113 : 데이터신호 합성기

115 : 지연소자

117, 119 : 경로평가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복수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에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기지국 전송 다이

버시티(diversity)의 여러 기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단말기용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3세대 셀룰러(cellular) 시스템인 cdma2000에서는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의 패킷 데이터(packet data) 전송도 제공

하기 위하여 증가된 시스템 용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의 여러 가지 제약점을 극복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다중경로에 의한 페이딩(fading)이다. 페이딩으로 인하여 수신

신호의 열화가 심하게 된다.

페이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버시티 기법(diversity technique)을 사용하는 것인데 송신(transmit) 다이

버시티와 수신(receive) 다이버시티가 있다. 다이버시티는 시간적(temporal)으로나, 주파수(frequency), 또는 공간

적(spatial)으로 복수의 경로를 제공하는 기법이다.

cdma2000 시스템에서는 2세대 CDMA 셀룰러 시스템과는 반대로 순방향 링크(forward link)가 역방향 링크(revers

e link)에 비해 채널 용량이 작아 시스템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은 기지국에서 두 개의 안테나를 적용하는 수신 

다이버시티를 적용하여 수신신호에 최대비율결합(maximal ratio combining)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에

서 두 개의 안테나를 적용하는 수신 다이버시티를 적용하는 것은 단말기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순방향 링크와 역방향 링크의 채널 용량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하여 cdma2000에서는 기지국 송신 다이버시티를 적용

한다.

현재까지 제안된 송신 다이버시티 기법으로는 OTD(orthogonal transmit diversity), TSTD(time switched transmi

t diversity), STD(selection diversity), TXAA(transmit antenna array) 등이 있다. 이들 방법 중에서 구현상의 복

잡도(implementation complexity) 대비 성능향상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제공하는 것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이 결정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OTD, TSTD, STD, TXAA 등의 기지국 전송 다이버시티 방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단말기용 수

신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복수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에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

에 있어서, 해당 파일롯월쉬코드 및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파일롯신호 및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는 복수의 역확

산부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경로제어기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서 출력되는 파일

롯신호을 이용하여 안테나 웨이팅신호를 발생시키는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서 출력되

는 데이터신호를 더하는 덧셈기와, 상기 역환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기지국의 전송방법에 따라 제

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각각의 역확산부는 상기 파일롯월쉬코드에 의해 상기 전송신호를 역확산시킴으로써 파일롯신호를 합성

하는 파일롯합성기와, 상기 데이터월쉬코드에 의해 상기 전송신호를 역확산시킴으로써 데이터신호를 합성하는 데이

터합성기와, 상기 파일롯합성기 및 상기 데이터합성기에 입력되는 전송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소자를 구

비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합성기는 상기 데이터월쉬코드에 의한 전송신호의 역확산 결과와 상기 파일롯신호를 곱하여 데

이터신호로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각각의 역확산부는 상기 파일롯합성기에서 출력되는 파일롯신호의 위상 및 이득을 평가하는 경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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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path estimator)를 더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는 상기 경로평가기의 출력을 이용하여 안

테나 웨이팅신호를 발생시킨다.

상기 역확산부는 2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서로 상이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의 2배의 길이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2개의 역

확산부가 데이터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경로제어기가 상기 2개의 역확산부를 모두 활성화시키며, 상기 덧셈기가 상

기 2개의 역확산부에서 재생된 데이터신호를 교대로 출력하도록, 상기 역확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상기 제어부가 제어한다.

또는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2개의 역확

산부가 데이터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2개의 역확산부를 소정의 패턴에 따라 상기 경로제어기가 선택적으로 활성화시

키며, 상기 패턴에 따라 선택된 역확산부에서 재생된 데이터신호를 상기 덧셈기가 일렬로 출력하도록, 상기 역확산부

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상기 제어부가 제어한다.

또는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2개의 역확

산부가 데이터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경로제어기가 상기 2개의 역확산부를 모두 활성화시키며, 상기 복수의 역확산

부에서 재생된 데이터신호를 상기 덧셈기가 더하여 출력하도록, 상기 역확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상기 제어부가 제어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이동국 단말기용 수신기 시스템을 OTD, TSTD, STD, TXAA 등의 다양

한 기지국 전송 다이버시티 방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용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

한 단말기용 수신기는 2개의 역확산부(101, 103), 경로제어기(105),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107), 덧셈기(109)를

구비하고 있다. 한편 도 1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다이버시티 기법에 따라 상기 구성요소를 제어하는 제어부가 더 구

비된다.

역확산부(101, 103)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파일롯월쉬코드에 의해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역확산

시킴으로써 파일롯신호를 합성하는 파일롯합성기(111)와, 데이터월쉬코드에 의해 전송신호를 역확산시킴으로써 데

이터신호를 합성하는 데이터합성기(113)와, 파일롯합성기 및 데이터합성기에 입력되는 전송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

키는 지연소자(115)를 구비하고 있다. 역확산부(101)는 파일롯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파일롯월쉬코드로서 월쉬 P1를

, 데이터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월쉬코드로서 월쉬 T1를 사용하는 반면, 역확산부(103)는 파일롯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파일롯월쉬코드로서 월쉬 P2를, 데이터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월쉬코드로서 월쉬 T2를 사용한다. 지

연소자(delay element : 115)는 각각의 안테나 사이에 존재하는 경로차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역

확산부(103)에만 지연소자(115)가 구비되어 있다.

월쉬 T1과 월쉬 T2는 다이버시티 기법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본 실시예에 의한 기지국 단말기용 수신기가 OTD에 적

용되는 경우에는 월쉬 T1과 월쉬 T2는 동일하지 않고, 각각 다이버시티를 적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 2배 길이의 월쉬

코드를 갖도록 제어부(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역확산부(101, 103)가 제어된다. 그러나 TSTD, STD, TXAA에 적용되

는 경우에는 월쉬 T1과 월쉬 T2가 동일하고, 각각 다이버시티를 적용할 때와 동일한 길이의 월쉬코드를 갖도록 제어

된다.

한편 데이터합성기(113)는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한 역확산에 의해 재생한 데이터신호와 파일롯재생기를 통해 재생

된 파일롯신호를 곱함으로써 경로 특성을 데이터신호에 반영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는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antenna weighting signal generate

r : 107)를 구비하고 있으며, 역확산부(101)에는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107)와 관련하여 경로평가기(path estim

ator : 117, 119)가 구비되어 있다. 경로평가기(117)는 역확산부(101) 내의 파일롯합성기(111)에서 출력되는 파일롯

신호의 위상 및 이득을 평가하여, 해당 경로의 특성에 대한 소정의 신호를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107)로 전달한

다. 역확산부(103) 내의 경로평가기(119) 역시 동일하다.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107)는 경로평가기(117, 119)의

출력에 근거하여 각 경로의 특성을 평가하고, 해당 안테나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의 전력을 제어하는 제어정보를 발생

시킨다. 이 제어정보는 기지국으로 피드백되며, 기지국에 설치된 2개의 안테나에 의해 전송되는 신호의 전력을 제어

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이동국 수신기가 STD에 적용되는 경우 이 제어정보는 1 비트로 구성되며, TXAA에 적

용되는 경우 멀티 비트로 구성된다.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는 STD와 TXAA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블록이다. STD

의 경우에는 1 비트로 메시지를 생성하여 피드백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 전달하고, TXAA의 경우에는 멀티 비트(m

ulti-bit)로 메시지를 생성하여 피드백 채널을 통하여 기지국으로 전달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는 또한 경로제어기(path controller : 105)를 구비하고 있다. 경로제어기(105)는 2개의 역

확산부(101, 103)를 다이버시티 기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즉, OTD, TXAA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역확

산부(101, 103) 모두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TSTD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지국에서 안테나를 사용한 고유 패턴에 

따라, STD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안테나 선택 메시지(antenna selection message)에 따라 선택된 역확산부를 활성

화시킨다. 이러한 경로제어기(105)의 동작은 제어부(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제어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는 역확산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를 더하는 덧셈기(109)를 구비하고 있다. 덧셈기

(109)가 데이터신호를 더하는 방법은 다이버시티 기법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OTD에 본 수신기가 적용되는 경우에

는 역확산부(101)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와, 역확산부(10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를 교대로 재정렬하여 출력

한다. TSTD와 STD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택된 역확산부의 데이터신호가 단순히 출력되도록 한다. TXAA에 적용

되는 경우에는 두 역확산부(101, 10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를 더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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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버시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월쉬코드(Walsh code)의 길이를 N이라 하면, 제안된 수신기는 기본적

으로 N 칩(chip) 단위로 동작하게 된다. '파일롯 1 합성기'와 '데이터 1 합성기'는 송신안테나 1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

신하는 것을 가정하고, '파일롯 2 합성기'와 '데이터 2 합성기'는 송신안테나 2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가정

한다. 바뀌는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각의 송신 안테나로부터 보내지는 신호는 수신시에 별개의 신

호로 간주되어 복조(demodulation)된다. 즉 독립적인 파일롯을 수신하고 독립적인 타임추적(time-tracking)에 의해 

타이밍이 유지되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기지국 전송 다이버시티를 위한 단말기용 수신기의 모드를 표 1로 정리하였다. 본 발명에 의한 수신

기는 표 1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회로를 추가하여 OTD, TSTD, STD, TXAA용으로 사용할 수 있

다. 표 1에서 확산부 1은 확산부(101)를, 확산부 2는 확산부(103)를 각각 가리킨다.

[표 1]

이하에서는 각 다이버시티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다이버시티에 해당하는 수신기의 동작을 어떻게 본 발명에 의한 수신

기가 수행하는지 보인다.

도 2는 OTD(orthogonal transmit diversity)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로서, 도 2a는 OTD 송신기이고, 도 2b는 O

TD 수신기이다.

OTD에서는 채널코딩(channel coding)되고 인터리빙(interleaving)된 비트 스트림(bit stream)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트림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전송 안테나를 통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기법이다. 두 안테나는 항상 사용되게 된다. 각 

비트 스트림 사이에 직교성(orthogonality)을 주기 위해 서로 다른 월쉬확산코드(Walsh spreading code)를 할당한

다. 세 개, 네 개 등으로 계속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의 안테나에 공통파일롯(common pilot)이 적용되면 다른 하

나의 안테나에는 보조파일롯(auxiliary pilot)이 적용된다. 다이버시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월쉬코드의 

길이를 N이라 하자. 이 때 도 2a에서 월쉬 T1, T2는 코드 길이가 2N이 된다.

도 2b에서 블록 'D'는 각각의 안테나 사이에 존재하는 경로차를 보상하기 위한 지연소자를 나타낸다. 별개로 복조된 

심볼 데이터는 디먹스(또는 역다중화기) 블록을 통하여 정렬되어 다음 블록인 결합기(combiner)로 전달된다. 월쉬 T

1, T2는 코드길이가 2N이 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가 OTD에 적용되는 경우, 2개의 역확산부(101, 103)는 서로 상이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의 2배의 길이(2N)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도록 제어된다. 경로제어기(105

)는 2개의 역확산부(101, 103)를 모두 활성화시키도록 제어되며, 덧셈기(109)는 2개의 역확산부(101, 103)에서 재

생된 데이터신호가 교대로 출력되도록 제어된다. 제어부에 의한 이러한 제어에 의해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수

신기는 도 2b에 도시된 OTD 수신기의 동작을 수행한다.

도 3은 TSTD(time stitched transmit diversity)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로서, 도 3a는 TSTD 송신기이고, 도 3b

는 TSTD 수신기이다.

TSTD에서는 특정 시간에 두 개의 안테나 중에서 언제나 하나의 안테나만이 사용된다. 각 안테나에는 동일한 월쉬코

드가 사용된다. OTD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안테나에 공통파일롯이 적용되면 다른 하나의 안테나에는 보조파일롯이 

적용된다. 다이버시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월쉬코드의 길이를 N이라 할 때, 도 3a에서 월쉬 T의 코드 

길이는 N이 된다. 스위치는 각 사용자가 불규칙한 고유한 패턴에 의하여 안테나 사이를 이동하도록 작동된다. 불규칙

한 고유한 패턴은 평균적으로 절반의 사용자가 하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도 3b에서 각 안테나에는 동일한 월쉬코드가 사용된다. 월쉬 T는 코드길이가 N이 된다. 스위치는 각 사용자가 불규

칙한 고유한 패턴에 의하여 안테나 사이를 이동하도록 작동된다. 이 패턴은 기지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이동국에 

사전에 알려져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가 TSTD에 적용되는 경우, 2개의 역확산부(101, 103)는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N)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도록 제어된다. 경로제어기(119

)는 기지국에서 안테나를 선택할 때 사용된 고유의 패턴에 따라 2개의 역확산부(101, 103)를 선택하도록 제어된다. 

덧셈기(109)는 상기 패턴에 따라 선택된 역확산부의 데이터신호가 단순히 출력되도록 제어된다. 제어부에 의한 이러

한 제어에 의해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수신기는 도 3b에 도시된 TSTD 수신기의 동작을 수행한다.

도 4는 STD(selection diversity)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로서, 도 4a는 STD 송신기이고, 도 4b는 STD 수신기이

다.

STD는 TSTD의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TSTD에서 사용되는 안테나는 단말기의 수신기에서 언제나 최고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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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 SNR)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상적으로는 기지국에서 단말기의 수신 SNR이 최대

가 되는 안테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성능을 보장한다. 그러나 기지국에서는 이동통신 채널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단말기로부터 기지국으로의 피드백(feedback) 채널이 존재하여 단말기에서 더 높은 SNR을 보장

하는 안테나를 나타내주면 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역방향 링크의 채널용량을 고려하여 1 비트 안테나선택 메시지(on

e-bit antenna selection message)를 통하여 단말기가 기지국에게 안테나 정보를 주게 된다. 안테나 선택 속도는 S

TD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 4b에서 월쉬 T는 코드길이가 N이 된다. 스위치는 안테나 선택기에서 생성되어 기지국으로 전달되는 안테나 선택 

메시지(antennal selection message)로부터 결정된다. 안테나 선택 메시지가 스위치 선택에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

니고, 라운드 트립 지연(round-trip delay), 기지국/단말기 처리시간 등의 시간 지연을 겪은 후에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가 STD에 적용되는 경우, 2개의 역확산부(101, 103)는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N)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도록 제어된다. 경로제어기(119

)는 안테나 선택 메시지에 따라 2개의 역확산부(101, 103)를 선택하도록 제어된다. 덧셈기(109)는 안테나 선택 메시

지에 따라 선택된 역확산부의 데이터신호가 단순히 출력되도록 제어된다. 제어부에 의한 이러한 제어에 의해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수신기는 도 4b에 도시된 STD 수신기의 동작을 수행한다.

도 5는 TXAA(transmit antenna array) 송신기 및 수신기의 구성도로서, 도 5a는 TXAA 송신기이고, 도 5b는 TXAA

수신기이다.

TXAA에서는 두 안테나를 통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같은 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전송하기 전에 단말기

로부터 피드백 채널을 통해 보내진 안테나 정 보를 이용하여 웨이팅(weighting)을 주어 전송하게 된다. 다이버시티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월쉬코드의 길이를 N이라 하자. 이 때 도 5a에서 월쉬 T의 코드 길이는 N이 된다. H

1(t), H2(t)는 피드백 채널을 통해 단말기로부터 전달되는 안테나 웨이팅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값에 의해 각 안테나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의 위상(phase)과 이득(gain)이 단말기에서 수신하였을 때 SNR이 최대가 되도록 조정되게 된다.

도 5b에서, 두 안테나를 통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같은 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전송되었으므로, 경로 1의 결과와 

경로 2의 결과를 합하여 결합기로 보내게 된다.

본 실시예에 의한 수신기가 TXAA에 적용되는 경우, 2개의 역확산부(101, 103)는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N)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도록 제어된다. 경로제어기(105

)는 2개의 역확산부(101, 103)를 모두 활성화시키도록 제어된다. 덧셈기(109)는 2개의 역확산부(101, 103)에서 재

생된 데이터신호가 더해져서 출력되도록 제어된다. 제어부에 의한 이러한 제어에 의해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에 의한 

수신기는 도 5b에 도시된 TXAA 수신기의 동작을 수행한다.

본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업자

들은 본 실시예로부터 다양한 변형이나 변경이 가능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하나의 이동국 단말기용 수신기 시스템을 OTD, TSTD, STD, TXAA 등의 다양

한 기지국 전송 다이버시티 방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안테나를 통해 전송된 신호에서 데이터를 재생하는 장치에 있어서,

해당 파일롯월쉬코드 및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파일롯신호 및 데이터신호를 재생하는 복수의 역확산부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경로제어기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서 출력되는 파일롯신호을 이용하여 안테나 웨이팅신호를 발생시키는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

생기와,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신호를 더하는 덧셈기와,

상기 역환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기지국의 전송방법에 따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역확산부는

상기 파일롯월쉬코드에 의해 상기 전송신호를 역확산시킴으로써 파일롯신호를 합성하는 파일롯합성기와,

상기 데이터월쉬코드에 의해 상기 전송신호를 역확산시킴으로써 데이터신호를 합성하는 데이터합성기와,

상기 파일롯합성기 및 상기 데이터합성기에 입력되는 전송신호를 소정 시간 지연시키는 지연소자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합성기는 상기 데이터월쉬코드에 의한 전송신호의 역확산 결과와 상기 파일롯신호를 곱하여 데이터신호

로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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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역확산부는 상기 파일롯합성기에서 출력되는 파일롯신호의 위상 및 이득을 평가하는 경로평가기(path e

stimator)를 더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안테나 웨이팅신호 발생기는 상기 경로평가기의 출력을 이용하여 안테나 웨이

팅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확산부는 2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의 2배의 길이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2개의 역확산부가

데이터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경로제어기 가 상기 2개의 역확산부를 모두 활성화시키며, 상기 덧셈기가 상기 2개의 

역확산부에서 재생된 데이터신호를 교대로 출력하도록 상기 역확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상기 제어

부가 제어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2개의 역확산부

가 데이터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2개의 역확산부를 소정의 패턴에 따라 상기 경로제어기가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며

, 상기 패턴에 따라 선택된 역확산부에서 재생된 데이터신호를 상기 덧셈기가 일렬로 출력하도록 상기 역확산부와 상

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상기 제어부가 제어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면서 하나의 안테나를 이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길이인 데이터월쉬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2개의 역확산부

가 데이터 재생을 수행하고, 상기 경로제어기가 상기 2개의 역확산부를 모두 활성화시키며, 상기 복수의 역확산부에

서 재생된 데이터신호를 상기 덧셈기가 더하여 출력하도록 상기 역확산부와 상기 경로제어기와 상기 덧셈기를 상기 

제어부가 제어하는 데이터 재생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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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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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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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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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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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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