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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른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의도된 통신 신호로부터의 에너지를 포함하는 수신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차지하는 에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유효한 캐리어 주파수 및 위상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의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및 장치. 다중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 (182) 

는 조절가능한 위상각에서 미리 설정된 역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역확산되며 통신 시스템 내에서 다중 직교코드 활성

으로 디코딩되는 데이터 수신기 (126A'-N')와 평행하게 입력된다. 다중 디코딩 신호는 결합되어 (188) 한 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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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루프 (184) 에 의해 사용되는 한 개의 위상 검출신호를 형성하여 수신된 통신 신호에 대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한다. 추적루프 (184) 는 역확산 동안 사용된 위상각 (186) 을 조절하여 사용된 타이밍 신호를 생성한

다. 또다른 실시예에서, 통신 신호가 적당한 PN 코드를 사용하여 역 확산되며 데이터 심볼이 고속 하다마르 트랜스포

머 (218, 220) 에 의해 처리되어 해당 데이터 비트를 발생시키는 동상 (I) 및 직교 (Q) 채널 (214) 로 분리된다. 데이

터가 채널 (224) 사이에서 페이와이즈 곱으로 형성되며, 다중 또는 모든 활성 가입자 직교 코드 (226) 로 합산된다. 

이 합은 추정된 위상이 수신된 통신 신호의 실제 위상과의 차이 정도를 나타내며 PN 코드 (230) 에 대한 응용 위상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또는 전화 시스템과 같은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및 위성 중계기형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또한, 다중 채널용 캐리어 신호의 유효 에너지를 사용하여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채널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출하고 추적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통

신 시스템에서 상이한 가입자에 대해 의도된 수 개의 코드 분할 확산 스펙트럼형 통신 신호를 사용하여 개개의 시스

템 가입자가 그들의 각 신호에 대한 주파수 및 위상 기준을 추출하며 추적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양한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이 다수의 시스템 사용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다

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 의해 채용되는 기술은 공지된, 진폭 압축 단일 측대파(ACSSB)와 같은, AM 변조구조,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DMA), 및 시분할 다중 접속(TDMA)을 포함한다. 그러나,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확산 스펙트

럼 기술과 같은 확산 스펙트럼 변조 기술은 특히, 다수의 통신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른 변조

구조보다 더욱 현저한 장점을 제공한다.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의 CDMA 기술의 사용은 미국 특허 제 4,901,307

호에 제목이 'SPREAD SPECTRUM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USING SATELLITE OR 

TERRESTRIAL REPEATERS' 으로, 1990 년 2 월 13 일에 개시되었으며,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본 

발명에서 참조로 포함하고 있다.

특허 4,901,307 호는 다수의 일반적인 이동 또는 무선 시스템 사용자가 트랜시버를 사용하여 공중 전화 스위치 네트

워크를 통하는 것과 같이 다른 시스템 사용자 또는 소정의 신호 수신자와 통신하는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기술을 개

시한다. 트랜시버는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확산 스펙트럼형 통신 신호를 사용하여 위성 중계기 및 게이트웨이 

또는 지상의 기지국(또한 때때로 셀 사이트 또는 셀이라 언급)을 통해 통신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시스템 사용자, 및 

통신 시스템에 접속된 다른 것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및 음성 통신 신호의 전달을 허용한다.

미국특허 제 4,901,397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확산 스펙트럼형 신호 및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완전 

주파수 스펙트럼이 영역 내에서의 시스템 사용자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이용되며,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상이한 영

역을 통하여 많은 횟수로 '재사용'되는 방식 때문에 다른 기술보다 증가된 시스템 사용자 용량을 제공한다. CDMA 의 

사용은 다른 다중 접속 기술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것 보다 주어진 주파수 스펙트럼 활용시 효율이 더욱 높아진다. 광

대역 CDMA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종래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되었던 다중 경로 페이딩과 같은 문제 점들이 특

히, 지상 중계기에 대해 더욱 쉽게 극복되도록 허용한다.

광대역 CDMA 신호 처리에서의 다양한 통신 시스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의사잡음(PN) 코드 기초의 변조

기술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호 이득을 제공한다. 이것은 스펙트럼상 유사한 통신신호를, 상이한 전파 경로를 가로지르

는 신호가 서로 쉽게 구별되도록 더욱 빠르게 구별시키며, PN 칩주기, 즉 대역폭의 역수를 초과하여 상대적인 전파 

지연을 야기시키는 경로길이차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략 1 MHz 의 PN 칩레이트가 CDMA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될 

경우, 확산 대역폭 대 시스템 데이터 레이트의 비와 동일한 완전 확산 스펙트럼 처리 이득이 채용되어 대략 1000 피

트의 경로 길이차에 해당하는 경로지연 또는 도착시간에 있어서 1 마이크로초 이상만큼 상이한 신호 또는 신호 경로 

사이에서 구별 또는 식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시환경은 1 마이크로초를 초과하는 차동 경로 지연(differential path

delays)을 제공하며, 어떤 영역에서는 10-20 마이크로초의 지연에 근접한다.

다중 경로 신호사이에서 구별하는 능력은 다중 경로 페이딩을 감소시키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작은 지연차를 갖는 

경로로 인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는다. 낮은 지연경로의 존재는 빌딩 및 다른 육상 표면으로부터의 다중

경로 반사가 크게 감소되는 위성 중계기 또는 직접적인 통신 링크에 대해 특히 정확하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사용자, 

또는 중계기, 이동에 관련된 페이딩 및 부가적인 문제점의 약효과를 감소시키는 하나의 접근으로서 신호 다이버시티

의 어떤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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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확산 스펙트럼형 통신 시스템에서 세 가지 형태의 다이버시티가 생성되거나 사용되며, 그것은 시간, 주

파수 및 공간 다이버시티이다. 시간 다이버시티는 데이터 반복, 데이터 또는 신호 성분의 시간 인터리브, 및 에러 코딩

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의 한 형태는 신호 에너지가 광대역폭으로 확산되는 CDMA 에 의해 본

질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 효과는 CDMA 신호 대역폭의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

스페이스 또는 경로 다이버시티는 육상 기초의 중계기 시스템에 대한 두 개 이상의 기지국 또는 안테나, 또는 스페이

스 기초의 중계기 시스템에 두 개 이상의 위성 빔 또는 개개의 위성을 통해 이동성 또는 원격 사용자와의 동시적인 링

크를 통해 다중 신호 경로를 제공하여 얻어진다. 즉, 위성 통신 환경에서, 또는 옥내용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해, 경로 

다이버시티는 다중 안테나 또는 트랜시버를 사용하는 의도적인 전송 또는 수신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또한, 경로 다

이버시티는 각각이 상이한 전파지연을 갖는 상이한 경로를 통해 도착하는 신호가 각 경로에 대해 분리적으로 수신되

며 처리되도록 하여 자연적인 다중 경로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신호 수신 경로가 충분한 지연차로 유효할 경우, 1 마이크로초 보다 더 큰, 두 개 이상의 수신기가 채용

되어 이들 신호를 분리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이들 신호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페이딩 및 다른 전파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호는 다이버시티 콤바이너와 결합되어 최종적인 출력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출력 및 수신기에 의해

분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한 개의 경로에서 달리 존재하는 문제점을 극복한다. 따라서, 성능에서의 손실은 양 수

신기에 도달하는 신호가 동일한 방식으로 동시에 페이딩 또는 간섭을 경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중경로 신호의 존

재를 이용하기 위해, 실행될 동작을 결합하는 경로 다이버시티를 허용하는 파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경로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는 일예는, 미국특허 제 5,101,501 호에, 발명의 명칭이 'SOFT

HANDOFF IN A CDMA CELLULAR TELEPHONE SYSTEM' 으로, 1992 년 3 월 31 일에 출원되었으며, 미국특허

제 5,109,390 호에 1992 년 4 월 28 일자로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DIVERSITY RECEIVER IN A CDMA CELLUL

AR TELEPHONE SYSTEM' 으로 개시되며,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며, 본 발명에서 참조로 포함한다.

미국특허 제 4,901,307 호에 개시된 CDMA 기술은 사용자 위성 통신에 있어서의 통신 방향 또는 링크에 대한 코히어

런트 변조 및 복조의 사용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파일롯 캐리어 신호가 게이트웨

이-또는 위성대 사용자 및 기지국 대 사용자 링크에 대한 코히어런트 위상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파일럿 신호 캐리어

를 추적하여 얻어진 위상 정보는 다른 시스템 또는 사용자 정보 시스템의 코히어런트 복조에 대한 캐리어 위상 기준

으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많은 사용자 신호 캐리어가 위상 기준으로서 공통 파일럿 신호를 공유하여, 저비용 

및 더욱 효과적인 추적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성 중계기 시스템에서, 복귀 링크는 일반적으로 게이

트웨이 수신기에 대한 위상 기준의 파일럿 신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상의 무선 또는 셀룰러 환경에서, 통신 채널

의 다중 경로 페이딩 및 결과 위상 분열(phase disruption)은 파일럿 신호가 일반적으 로 사용되지 않는 사용자대 기

지국 링크에 대한 코히어런트 복조 기술의 사용을 배제한다. 본 발명은 의도된 대로 비코히어런트 변조 및 복조 기술

의 사용을 허용한다.

지상 기초의 중계기 및 기지국이 주로 채용되어 왔지만, 또 다른 시스템은 더 넓은 지리적인 커버리지에 대해 위성 기

초의 중계기의 사용에 대한 더욱 큰 중점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원격' 사용자에 도달하며 진정한 '글로벌' 통신 서비

스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 중계기는 정확하게 전력이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한다. 즉, 위성 제어 및 통신 시스

템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당히 제한된 양의 전력이 존재한다. 제한은 이들중에서 위성 크기, 배터리 또는 다

른 저장 기구 특성 및 태양전지 기술과 같은 요소에 근거를 둔다. 시스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

전달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한 통신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전력량을 감소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매우 바람직하다. 

몇 개의 구조가 통신 또는 '트래픽' 신호에 대해 사용될 전력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안되는 한편, 전력소비의 주된 원

천중의 하나는 파일럿 채널 신호이다.

이것은 파일럿 신호가 일반적인 음성 또는 다른 데이터 신호보다 더 높은 전력 레벨에서 송신되어 더 큰 신호대 잡음

비 및 간섭 마진을 제공하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더 높은 전력 레벨은 또한 파일럿 신호에 대한 초기 취득 검색이 고

속도로 성취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 및 저비용, 위상추적 회로를 사용하는 파일럿 캐리어 위상의 매우 정

확한 추적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총 15 개의 동시적인 음성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는 4 개 

이상의 음성신호와 동일한 전송전력을 할당할 수 있다. 위성 중계기 환경에서, 전력의 더 높은 비율적인 양은 지상 기

초의 중계기 시스템에 비유되는 바와 같이, 파일럿 신호에 할당되어 역도플러 및 다른 효과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파일럿 신호에서의 더 높은 전력은 다른 신호에 대해 유용한 전력의 손실을 나타내며, 다른 신호 대한 간섭원을 나타

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의 활성 사용자를 갖는 큰 영역을 서비스하는 것은 파일럿 신호가 임의의 적용

시에 전체적인 전력할당의 적절하지 않은 큰 퍼센티지를 설명하는 파일럿 신호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주파수 및 위상 추적을 유지하는 동안 파일럿 채널 및 신호에 요구되는 전력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감소된 파일럿 신호 에너지의 존재시 사용자 또는 시스템 가입자에 대한 개선된 주파수 추적을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파일럿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감소할 경우에도, 디자인에 의해 또는 전파 효과

로 인해,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비검출가능한 것으로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통신 채널 

및 신호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발명의 개요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의 파일럿 채널 신호에 대한 종래 기술에서 발견된 상기한 것 및 다른 문제점의 관점에 있

어서,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저에너지 파일럿 신호의 존재시에 적당한 동작을 허용하면서, 개선된 시간 및 위상 추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정상적이거나 약한 진폭의 파일럿 신호를 사용하여 주파수 및 위상 동기화를 허용하며 특정한

통신 시스템 구성에 더해 의도된 바와 같이, 파일럿 신호가 없이 동작되도록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너지원의 더욱 효율적인 할당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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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장점중 하나는 코히어런트 및 비코히어런트 변조를 유지하면서 빠른 신호 획득을 위해 수신된 스펙트럼 에

너지의 더 큰 퍼센테이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 2 의 장점은 다중 CDMA 채널의 동시적인 복조가 제공되어, 더 높은 데이터 전송 레이트를 유지하며 작

은 사용자 그룹에 대해 더 높은 데이터 레이트 채널을 할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집중된 컨트롤러가 단순하며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구성을 허용하며, 트래픽 채널의 빠른 할당 및 공

유를 허용하는, 위성 중계기 기초의 통신 시스템에서의 각 빔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 및 다른 목적 및 장점은, 사용자가 직교 인코드된 신호를 이용하여 주어진 캐리어 주파수 내에서 상이한 채

널로 기지국 또는 위성 중계기를 통해 통신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가입자에 의한 사용을 위한 신호 수

신 기술에서 구현된다. 가입자 수신기는 통신 시스템 내에서 다중 수신을 위한 수 개의 통신 채널을 전달하는 통신 신

호 캐리어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한다. 다른 사용자에 대해 의도된 통신 신호로부터의 에너지를 포함하는, 하나 이

상의 위성 중계기를 통하는 게이트웨이와 같은 주어진 소오스로부터 수신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유

용한 에너지의 실질적인 퍼센티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추적기술이 채용된다.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후에, 조정가능한 위상에서 인가된, 의사잡음(PN) 코드와 같은 적절한 역확산 코드를 사용하여

일련의 신호 역확산기에서 일련의 수신 통신 신호는 역확산된다. 다중 역확산 신호는 병렬로 복조되거나 디코드되어 

직교 커버 코드를 제거하며 데이터 심볼 신호를 생성한다. 다중 부호화 채널 또는 데이터 심볼 신호는 합산소자에서 

결합되어 캐리어 주파수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 이상의 추적루프로의 입력소스로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위

상 검출 신호를 제공한다. 타이밍 루프는, 일반적으로 역확산 스테이지에 제공되어 역확산시 사용된 위상각을 조절하

는 캐리어 신호 주파수를 지시하는 타이밍 신호를 생성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통신신호가 수신되며 소정의 기저대역 주파수에서 동상 및 직교

성분을 갖는 디지털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로 변환된다. 일반적으로 수신된 신호에 대한 1/2 칩지연 이후, 기저대역

신호는 주어진 통신 시스템의 완전한 정보 내용을 각각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동상(I) 및 직교위상(Q) 채널들로 분리

된다.

이들 I 및 Q 신호 성분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소정의 동상 및 직교 PN 코딩 시퀀스를 사용하여 역확산된다. 이러한 역

확산동안, PN 시퀀스, 소위 외부 코드는 들어오는 통신신호와 동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위상값을 갖는 미리 선택된 레

이트로 인가된다. 이것은 데이터 심보로부터 한 쌍의 고속 하다마드 변환(fast Hadamard transformerd)을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데이터 비트로 후속적으로 변환되는 I 및 Q 채널상에서 데이터 심볼을 생성한다. 각각의 코드 변환기는 

하나의 채널, I 또는 Q 에서 데이터 심볼을 수신하며, 해당 데이터 비트의 출력을 제공한다. I 및 Q 채널에 대한 데이

터 비트는 곱셈소자에서 페어와이즈 곱(pairwise product)으로 형성된다.

활성신호의 각각의 페어와이즈 곱은 평균 수신전력에 대응하여 가중되며, 그들을, 다중의, 일반적으로 모두 활성인 

직교코드, 일반적으로 해당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하는 활성신호에 대응하는 왈시함수를 통하여 합하는 합산소

자에서 누산된다. 결과적인 합산된 신호는 좁은 패스밴드 필터를 통해 전달되어 잡음 및 원하지 않은 스펙트럼 성분을

프로세싱으로부터 감소시킨다. 필터링된 신호는 위상 추정 또는 수신된 통신신호의 추정된 위상이 실질값과 다른 정

도의 정확성에 대해 지시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PN 코드 시퀀스에 대한 적용 위상을 조절하며, 캐리어 신호의 위상

으로 로크(lock)하기 위해 사용된다. 미리 선택된 위상 오프셋이 또한 적용되어 도플러 시프트와 같은 공지된 효과를 

보상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I 및 Q 채널로부터 누선된 데이터 비트는 제곱화되며 서로 합산되어 추적되는 통신신호에서 전

력 측정을 생성한다. 필터 함수가 합산 결과에 응용되며 사용되어 해당 수신기 회로의 아날로그 스테이지에서의 자동

신호 이득에 대한 적절한 설정을 결정하며 신호강도의 지시를 제공할 수 있다. 파일럿 신호의 상대적인 강도 및 위상

은 또한 I 채널 데이터를 사용하여서만 결정된다.

디지털 기저대역 신호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소정의 동상 및 직교위상 PN 코딩 시퀀스를 이용하여 유도된 딜레이없이

역확산된다. 이 역확산동안, 데이터 심볼이 고속 하다마드 트랜스포머의 제 2 의 쌍에 접속된 I 및 Q 채널의 제 2 세트

에서 생성된다. 선택 메카니즘은 역확산이 PN 시퀀스, 즉 비지연되며 하나의 칩주기 지연된, PN 시퀀스의 '이른' 및 '

늦은' 타이밍 주기에 대해 발생되도록 한다. 데이터 심볼은 다시 제곱 연산이 행해지는 I 및 Q 채널 데이터 비트로 변

환된다. 결과로 나오는 곱은 서로에 대해 페어와이즈 형식으로 감산되며, 다중 활성 직교 코드를 통하여 서로 합산된

다. 필터 함수는 합산결과에 적용되어 처리로부터 원하지 않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한다. 결과적인 출력신호는 입력신

호 샘플링, 데시메이션에서 사용하는 상대적인 타이밍의 지시를 제공하고 시간추적 루프 출력으로서 동작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특징, 목적 및 장점은 동일한 소자에 대해 동일한 도면부호가 부여된 도면과 결합될 경우, 상세한 설명으로

부터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도 1 는 바람직한 CDMA 무선 통신 시스템의 개략도.

도 2 는 무선 CDMA 통신 시스템에 대한 바람직한 게이트웨이 복조/변조장치의 블록도.

도 3 는 도 2 의 장치 설치시에 유용한 일반적인 전송 변조기의 상세도.

도 4 는 바람직한 가입자부 복조/변조장치의 블록도.

도 5 는 도 4 의 장치의 수신부의 상세도.

도 6 는 도 4 의 장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신기 타이밍 루프 제어를 도시하는 도면.

도 7 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며 동작하는 도 4 의 장치에서 사용하는 총전력 기초의 타이밍 루프 제어를 도

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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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는 코히어런트 및 비코히어런트 신호 복조를 설치하는 도 4 의 장치에서 사용하는 초전력 수신기를 도시하는 도

면.

도 9a 및 도 9b 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며 동작하는 도 4 의 복조/변조장치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수신기의 

하나의 핑거부분을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확산 스펙트럼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 및 장치를 제공

한다. 다른 사용자에 대해 의도된 통신 신호로부터의 에너지를 포하하는, 수신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차지하는 에너지의 실질부 또는 모두를 활용하여 유용한 캐리어 주파수 및 위상 정보의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

는 새로운 복조기술이 채용된다. 이 에너지는 수신 신호 역확산시에 수신기에 의해 사용된 타이밍을 교대로 조절하는

추적 루프에 대한 입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에러검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서, 에러 검출 신

호는 수신기 핑거내에서 역확산 코드를 수신 신호에 인가하는데 사용된 위상을 직접적으로 조절한다. 이러한 주파수 

추적 및 신호 복조 접근은 매우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파일럿 신호의 존재시에 로버스트 디자인(robust design)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많은 위성 기초의 통신시스템 설계에서 존재하는 제한들을 고려한다.

무선데이터 또는 전화시스템과 같은 일반적인 CDMA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미리 한정된 지역적인 영역 또는 셀 내

에서의 기지국 각각은 수 개의 확산 스펙트럼 모뎀을 사용하여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통신 신호를 처리한다. 각각의 

확산 스펙트럼 모뎀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확산 스펙트럼 통신 변조기, 하나 이상의 디지털 확산 스펙트럼 데이터 수

신기 및 하나 이상의 탐색기 수신기를 채용한다. 일반적인 동작동안, 기지국에서의 모뎀이 각 원격 또는 이동 사용자 

또는 가입자부에 필요에 따라 할당되어 할당된 가입자와 통신 신호의 전송을 제공한다. 모뎀이 다중 수신기를 채용할

경우, 하나의 모뎀이 다이버시티 처리를 제공하며, 그러지 않으면 다중 모뎀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위성 중계기

를 채용하는 통신시스템에 대해, 이들 모뎀은 일반적으로, 위성을 통해 신호를 전송하여 사용자와 통신하는 게이트웨

이 또는 허브로 칭해지는 기지국에 놓인다. 위성 또는 게이트웨이와 통신하여 시스템와이드 트래픽 제어 및 신호 동

기화를 유지하는 다른 관련 제어센터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며 동작하는 바람직한 무선 통신 시스템이 도 1 에서 도시된다. 도 1 에 도시된 통신시

스템(10)은 무선 데이터 터미널 또는 전화기를 갖는 통신시스템 원격 또는 무선 가입자부와 시스템 기지국 사이에서 

통신시 확산 스펙트럼 변조기술을 이용한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셀룰러 전화형 시스템은 육상 기초의 중계기를 사용

하여 수 천의 이동 시스템 사용자를 서브하는 수백의 기지국을 가질 수 있다. 더 적은 위성 중계기는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중계기 당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하지만, 더 큰 지역적인 영역에서 분배된다.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시스템(10)은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에 대 한 시스템 와이드 제어를 제공하는 인터

페이스 및 처리회로를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이동전화 스위칭 오피스(MTSO)라고도 칭해지는 시스템 제어기 및 스위

치 네트워크(12)를 사용한다. 제어기(12)는 또한 공중회선 교환 전화망(PSTN) 및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 및 가입자

부 사이에서 전화통화의 루팅(routing)을 제어한다. 제어기(12)를 다양한 시스템 기지국에 결합하는 통신링크는 제한

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용 전화선 광섬유 링크 또는 마이크로파 또는 전용 위성 통신 링크와 같은 공지된 기술을 사용

하여 구축될 수 있다.

도 1 에 도시된 통신시스템의 일부에서, 두 개의 바람직한 기지국(14, 16)이 두 개의 위성 중계기(18, 20) 및 두 개의 

관련 게이트웨이 또는 허브(22, 24)와 함께 육상 중계 통신에 대하여 도시된다. 이들 시스템의 성분은 각각이 제한적

이지는 않은 셀룰러폰과 같은 무선통신 장치를 갖는, 예시적인 두 개의 원격 가입자부(26, 28)와의 통신을 효과적으

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이들 가입자부는 이동적인 것으로써 논의되지만, 본 발명의 교시가 원격 무선 서비스가 소

망되는 고정된 유닛에 적용가능하다고 또한 이해된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특히 위성 중계기와 관련되어 많은 원

격지역에서의 통신링크를 만들어 낸다.

빔(스폿) 및 셀, 또는 섹터라는 용어는 본 기술에서 이런 방식으로 칭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체 가능하게 사용되며

서비스되는 지리적 영역은 사용되는 중계기 플랫포옴 형태의 물리적 특성 및 그의 위치에서만 상이하고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주파수 및 채널에 대한 제한 및 전송경로의 임의의 특성이 이들 플랫포옴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재이용한다.

셀은 기지국 신호의 효과적인 '도달'에 의해 정의되 지만, 빔은 지구의 표면상으로 위성 통신 신호를 발사시킴으로써 

커버된 '스폿'이다. 또한, 섹터는 일반적으로 셀내에서 상이한 지리적인 영역을 커버하며, 때때로 FDMA 신호라 칭해

지는 상이한 주파수에서의 위성 빔은 공통 지리적인 영역을 커버한다.

기지국 및 게이트웨이란 용어는 또한 때때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데, 게이트웨이는, 위성 중계기를 통한 통신을 

명령하며 관련 장비로 더 많은 '사전준비 업무'를 구비하여 이동 중계기를 통해 그런 통신 링크를 유지하도록 실시하

는 특정화된 기지국으로서 종래 기술에서 인식되는 한편, 기지국은 육상 안테나를 사용하여 주위 지리적인 영역 내에

서 통신을 지시하도록 한다. 중앙 제어 센터는 또한 게이트웨이 및 이동 위성과 상호 작용하는 경우 실시하기 위한 더

많은 기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실시예에 대하여 각 기지국(14, 16)이 각 안테나로부터 전송 패턴에 의해 서비스된 '셀' 또는 객객의 지리적인 영

역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위성(18, 20)으로부터의 빔은 다른 각각의 지리적인 영역을 커버하도록 지시되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위성에 대한 빔 커버리지 또는 서비스 영역 및 육상 중계기에 대한 안테나 패턴이 시스템 설계

및 제공된 서비스 형태에 의존하여 주어진 영역에서 완벽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이해된다. 

따라서, 통신 처리 핸드오프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점이 다양한 영역 또는 셀을 서비스하는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 

사이에서 만들어 질 수 있고 다이버시티가 또한 이러한 임의의 통신 영역 또는 장치들 사이에서 성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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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에서, 기지국(14)과 가입자부(26, 28) 사이에서의 통신 링크에 대한 가능한 신호경로의 일부가 일련의 선(30, 3

2) 에 의해 각각 도시된다. 이들 선상에서의 화살표 끝점은 순방향 또는 역방향 링크로서, 링크에 대한 예시적인 신호

방향을 도시하며, 이것은 명확함을 위해 예시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실질적인 신호 패턴 또는 요구되는 통신 경로에

대한 제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기지국(16)과 가입자부(26, 28) 사이에서의 가능한 통신 링크

가 선 34 및 36 으로 각각 도시된다.

부가적인 가능한 신호 경로가 위성(18, 20)을 통해 만들어지는 통신을 위해 도시된다. 이들 통신 링크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 또는 집중된 허브(22, 24)와 가입자부(26, 28) 사이에서의 신호 통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통신 링크의 

위성 사용자부는 일련의 선(40, 42, 44)로 도시되며, 게이트웨이 위성부분은 선(46, 48, 50, 52)으로 도시된다. 몇 가

지의 형태에 있어서, 선(54)에 의해 지시되는 링크와 같은 직접적인 위성 대 위성의 통신을 만드는 것도 또한 가능할 

수 있다.

기지국에 의해 제공되는 지리적인 영역 또는 셀은 하나의 기지국에 더 인접하거나 또는 셀이 더 세분되는 하나의 셀 

섹터내에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부를 위치시키는 실질적으로 비중첩 또는 비교차 형태로 디자인된다. 이것은 또한 위

성 통신에 대해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인자는 특정한 빔 패턴 및 그의 신호 강도에서 가입자부의 존재이

지만, 위성에 대한 상대적 접근은 아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현 CDMA 무선 또는 이동전화 시스템에서, 각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는 또한 그의 커버리지 영역

을 통해 '파일럿 캐리어' 신호를 전송한다. 위성 시스템에 대해, 이 신호는 각 위성 빔, 캐리어 주파수내에서 전달되고 

위성에 의해 서비스되는 특정한 게이트웨이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파일럿은 각 게이트웨이 또는 기지국에 대해 전송

되며, 각 섹터가 자신의 독특한 파일럿 신호를 갖는 섹터로 세분되는 영역인 경우를 제외하고, 게이트웨이의 모든 사

용자에 의해 공유된다. 일반적으로 파일럿 신호는 데이터 변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가입자부에 의해 사용되어 초기 시

스템 동기화를 얻으며, 기지국 전송 신호의 로버스트 시간, 주파수 및 위상추적을 제공한다. 각 게이트웨이 또는 기지

국은 또한 게이트웨이 식별, 시스템 타이밍, 사용자 페이징 정보 또는 다양한 다른 신호와 같은 확산 스펙트럼 변조 정

보를 전송한다.

각각의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가 단일한 파일럿 신호(시스템와이드 재사용을 행하는)를 갖는 한편, 그것은 상이한 P

N 코드를 사용하여 발생되지 않지만, 상이한 코드 위상 오프셋에서 동일한 확산코드를 사용한다. 이것은 기지국 및 

게이트 웨이 또는 셀 및 빔을 교대로 구별하여, 서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PN 코드를 허용한다. 또한, 일련의 PN 코드

는, 각각의 게이트웨이 및 가능하게는 게이트웨이가 통신하는 각각의 위성면에 대해 사용되는 상이한 PN 코드를 갖

는 통신 시스템 내에서 사용된다. 당업자는 소정의 많거나 작은 PN 코드가 할당되어 통신 시스템에서의 특정한 신호 

소오스 또는 중계기를 식별할 수 있다. 즉, 코드는 시스템내에서 각각의 중계기 또는 신호 발생기를 차별화하며, 가능

한 통신 채널의 총수를 선택하여 시스템내에서 어드레스 가능한 사용자의 수를 최대화시킨다.

통신 시스템을 통한 하나의 파일럿 신호 코드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입 자부를 모든 파일럿 신호 코드 위상에 대

한 단일 탐색과의 시스템 타이밍 동기화를 발견하도록 한다. 가장 강한 파일럿 신호는 각 코드 위상에 대한 상관처리

를 사용하여 쉽게 검출가능하다. 가입자부는 전체적인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며 가장 강한 상관을 생성하는 오

프셋 또는 시프트에 동조한다. 이러한 처리에 의해 식별된 가장 강한 파일럿 신호는 일반적으로 위성빔을 커버하거나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의하여 전송되는 파일럿 신호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장 강한 파일럿 신호는, 사용자가 쉽게 추

적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복조할 수 있는 신호이므로, 일반적으로 그의 전송 소오스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파일럿 캐리어가 사용자 신호 또는 트래픽 채널과 같은 시스템에서의 다른 일반적인 캐리어 신호보다 더 높은 전력 

레벨에서 전송되기 때문에, 더 큰 신호대 잡음비 및 간섭 마진을 갖는다. 파일럿 캐리어의 더 높은 에너지 레벨은 이 

신호에 대한 고속 초기 획득 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 위상 추적 회로를 사용하여 그의 위상의 

매우 정확한 추적을 허용한다. 파일럿 캐리어의 추적으로부터 얻어진 캐리어 위상은 기지국(14, 16) 및 게이트웨이(2

2, 24)에 의해 전송된 사용자 정보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캐리어 위상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이 기술은 많은 트래픽 

채널 또는 사용자 신호 캐리어가 캐리어 위상 기준에 대한 공통 파일럿 신호를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가장 강한 파일럿 신호의 획득 또는 동기화시에, 가입자부는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동일한 시퀀스 길이를 갖는 상이한

PN 코드를 사용하는 싱크 또는 동기화신호 또는 채널로서 언급되는 또 다른 신호에 대해 탐색한다. 동기화 신호는 발

신 게 이트웨이 및 전체적인 시스템을 식별하는 임의의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또한 부가적인 

채널 탐색을 요구하지 않는 원격 가입자에 의해 사용되는 긴 PN 코드, 인터리버 프레임, 보코더 및 다른 시스템 타이

밍 정보에 대한 동기화정보를 변환한다.

페이징 신호 또는 채널로서 언급되는 또 다른 신호가 또한 통신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어 현존하거나 게이트웨이에서 

가입자를 위해 '유지'되는 통신정보 또는 셀의 상태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페이징 신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통신 링크를 개시하며, 지정된 가입자부로부터의 반응을 요청할 경우, 사용할 적당한 채널 할당을 제공한다.

동시화를 보조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내에서의 모든 영역 또는 시스템의 미리 정의된 작은 부분에 정확한 시스템 와

이드 동기화 정보가 제공된다. 많은 실시예에서, 범용 지국 위치 시스템(GPS)형 수신기가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사용되어 범용 좌표화시간(UTC)으로 타이밍을 동기화한다. 정확한 동기화는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동하는 사용자에 대한 게이트웨이 사이에서의 핸드오프를 편리하게 한다. 이 타이밍 동기화는 또한 낮은 지

구 궤도 위성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위성이 그들의 각각의 궤도를 가로지름에 따라 위성이 사용되는 

게이트웨이의 변화로서 정확한 위성대 위성 핸드오프를 제공한다.

통신 링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이 특정한 응용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가입자부는 일반적으

로 이웃 셀, 섹터 또는 빔에 대응하는 코드 오프셋에서의 수신된 파일럿 신호 코드의 스캔을 계속한다. 이 스캐닝이 행

해져 서 또 다른 섹터 또는 셀로부터 발산하는 파일럿 신호가 초기에 선택된 게이트웨이 또는 기지국 파일럿 신호보

다 더 강해지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셀 또는 데이터 신호가 처리되지 않는 비활성 모드에서 동작하는 동안, 다른 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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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더 높은 신호 세기의 파일럿 신호 또는 빔이 검출된다면, 가입자부는 더 강한 파일럿 신호 및 해당 싱크 및 새로

운 게이트웨이에 대한 페이징 채널을 획득한다. 따라서, 가입자부는 질적인 통신 링크를 만들기 위해 잔존한다.

도 1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럿 신호가, 외부 또는 순방향 통신링크(30, 36)를 각각 사용하여 기지국(14, 16)으로

부터 링크(40, 46, 48)를 사용하여 위성(18)을 통해 게이트웨이(22, 24)로부터 가입자부(26)까지 전송된다. 가입자부

(26)에서의 회로는 기지국(14, 16) 또는 게이트웨이(22, 24)에 의해 전송되는 파일럿 신호에 대한 상대적인 신호 강

도를 비교하여, 셀 또는 빔이 존재하는 통신에 대해 어느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위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 1 에서, 이것이 특정한 시스템 구조, 위성 빔 패턴 분배, 및 

MTSO(12)에 의한 호출의 전달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성(20)은 가입자부(26)와 통신하는 것으로서 

도시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에서, 가입자부(28)는 육상 서비스 목적을 위해 기지국(16)과, 게이트웨이 서비스 목적을 위해 위성(18, 20)

과 통신할 수 있다. 호출 또는 통신링크가 초기화되고, 가입자 또는 원격부가 활성모드로 변화할 경우, 의사잡음(PN)

코드는 이 호출의 길이동안 사용을 위해 생성 또는 선택된다. 코드는 게이트웨이에 의 해 동적으로 할당되거나 특정한

가입자부에 대한 식별인자에 기초하여 미리 배치된 값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가입자부(28)가 호출을 초기화할 

경우, 제어 메시지가 또한 적당한 기지국 또는 위성 게이트웨이, 여기에서는 16, 18 또는 20 으로 전송된다. 기지국(1

6) 또는 게이트웨이(22, 24)는, 호출 요청 메시지 수신시에, 위성(18)을 통해 시스템 제어기 또는 MTSO(12)로 호출

된 번호를 전달하고, PSTN 을 통해 호출을 의도된 수신자에 접속한다. 유사하게, MTSO(12)는 하나의 게이트웨이 

또는 기지국을 통해 또 다른 가입자로 호출을 지시할 수 있다.

도 1 에 도시된 예와 같은, 확산 스펙트럼형 통신 시스템은 직접 시퀀스 의사잡음 확산 스펙트럼 캐리어에 기초한 파

형을 사용한다. 즉, 기저대역 캐리어가 의사잡음(PN) 시퀀스를 사용하여 변조되어 소정의 확산효과를 성취한다. PN 

시퀀스는 확산된 기저대역 통신 신호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를 갖는 일련의 '칩'들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칩 레이트

는 1.2888 MHz 정도이며, 전체적인 대역폭, 바람직하거나 허용가능한 신호 간섭, 및 통신 시스템의 당업자에게 공지

된 신호 세기 및 품질에 관계하는 다른 기준에 따라 선택된다. 당업자는 비용 제한과 통신 품질 관점에서 할당된 스펙

트럼에 따라 칩 레이트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 대 가입자 링크에서, 스펙트럼 확산에 사용된 2 진 시퀀스가,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상이한 기능을 제공하는 두 개의 상이한 형태의 시퀀스로부터 이루어진다. '외부'코드는 상이한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신호들 사이 및 다중 경로 신호 사이에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외부 코드는 일반적으로 셀 또는 빔에서의 모든

신호에 의해 할당되며, 상대적으로 짧은 PN 시퀀스이 다. 하지만, 시스템 구성에 의존하여, 한 세트의 PN 코드 시퀀

스가 각 게이트 웨이에 할당되거나 상이한 PN 코드가 위성 중계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각 시스템 디자인은 본 기

술에서 이해되는 인자에 따른 시스템 내에서의 직교 '외부'코드의 분포를 구체화한다.

'내부'코드는 영역내에서의 상이한 사용자 사이 또는 순방향 링크상의 하나의 기지국, 게이트웨이 또는 위성빔에 의해

전송되는 사용자 신호 사이에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각 가입자부는 유일한 커버링 PN 코드 시퀀스를 사용하

여 순방향 링크상에 설치된 자체적인 직교 채널을 갖는다. 역방향 링크상에서, 사용자 신호는 완전히 직교화되지 않

지만, 그들이 코드 심볼 변조되는 방식에 의해 구별된다. 종래 기술에서 '스크램블링'의 부가적인 레벨을 제공하여 후

속적인 수신 및 처리동안 신호 이득을 향상시키도록 전송용 데이터를 만드는데 부가적인 확산코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래기술에서 n 이 2 의 거듭제곱인, 길이 n 의 n 직교 2진 시퀀스의 한 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공지되어 있

다. 이것은 1964 년에 출판된, S. W. Golomg 등의, Prentice-Hall, Inc. 의 'Digital Communications With Space A

pplication' pp, 45-64 와 같은 문헌에서 논의되었다. 실제로, 직교 2 진 시퀀스의 세트는 또한 4 의 배수인 길이를 갖

지만 200 보다 작은 대부분의 시퀀스에 대해 공지되었다. 생성되는 것이 매우 쉬운 그런 시퀀스의 한 클래스는 하다

마드 행렬로 알려진, 왈시함수라 부른다.

실수영역에서의 n 차 왈시함수는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정의된다.

W* 는 W 의 실수역(real inverse)을 나타내며, W(1) = 1 (즉, W*(1) = -1)를 나타낸다.

따라서 제 1 의 몇몇 왈시함수 또는 차수 2, 4, 8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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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시함수 또는 시퀀스는 그후, 왈시함수 행렬의 로우중 단지 하나이며, 'n'차의 왈시함수 행렬은 길이가 각각 n 비트

인, n 시퀀스를 포함한다.

n차의 왈시함수( 및 다른 직교함수)는 심볼의 스트링에서 n 코드 심볼의 간격을 통해 시퀀스가 일시적으로 정렬되면, 

세트내에서의 모든 상이한 시퀀스 사이 에서의 교차상관(cross-correlation)이 0 으로 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것은 

모든 시퀀스에서의 정확하게 비트의 절반이 모든 다른 시퀀스에서와 다르다는 것을 관찰하여 쉽게 이해된다. 또 다른

유용한 특성은 하나의 시퀀스는 모두 1 로 이루어지는 한편, 모든 다른 시퀀스는 절반의 1 과 절반의 -1 로 이루어진

다.

수 개의 캐리어 파형이 통신시스템(10)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정현파 캐리어가 한 쌍의 2 진 P

N 시퀀스만큼 직교 위상(4 위상) 확산된다. 이 접근시에, 확산 PN 시퀀스는 동일한 시퀀스 길이의 두 개의 상이한 PN

제너레이터에 의해 생성된다. 일 시퀀스 2중 위상은 캐리어 신호의 동상 채널(I채널)을 변조하며, 다른 시퀀스 2중 위

상은 캐리어 신호의 직교위상, 또는 직교 채널(Q채널)을 변조한다. 결과신호는 합산되어 복합 4위상 캐리어를 형성한

다.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에 의해 전송된 모든 신호는 I 및 Q 채널에 대한 동일한 외부 PN 코드를 공유한다. 상기한 바

와 같이, 신호는 또한 왈시함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내부 직교코드로 확산된다. 왈시함수 크기 n 는 통신 시스템내에서

축적될 채널의 바람직한 수에 따라 생성된다. 위성 중계기 시스템에 대해 발견된 유용한 채널수는 게이트웨이 대 가

입자 링크에 대해 128(n=128) 이다. 이것은 각각의 커버리지 영역내에서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128 개의 상이한 통

신 신호 또는 채널을 생성하며, 각각은 유일한 직교 시퀀스를 할당한다. 3 개 이상의 이들 시퀀스는, 종종 사용되는 부

가적인 페이징 채널로, 파일럿, 싱크 및 페이징 채널함수에 전용으로 된다.

특정한 사용자에게 어드레스된 신호는 특정한 왈시코드 시퀀스 또는 왈시 시 퀀스의 시퀀스에 의해 변조되며, 사용자

링크의 지속 또는 정보 전달동안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시스템 제어기에 의해 할당된다. 이것은 내부코드의 

적용을 나타낸다. 결과의 내부코드 신호는 동일한 코드이지만, 90 °만큼 시프트된 외부 PN 시퀀스에 의해 승산되고,

I 및 Q 채널에 인가되어 외부코드에 대한 2 위상 변조를 효과적으로 야기시킨다.

이웃 셀, 섹터 또는 다른 미리 정의된 지역적인 커버리지 영역이 그런 영역에서 사용된 기초적인 외부 PN 코드가 서

로 구별되기 때문에 왈시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지국 또는 위성 빔으로부터의 특정한 가입자의 위치에

도달하는 신호에 대한 전파시간을 상이하게 하는 것은, 동시에 다중 셀에 대한 왈시함수 직교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

구되는 바와 같은 신호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 할당을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이한 게이트웨이

또는 기지국으로 부터 수신된 신호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 외부 PN 코드에 의존한다. 그러나, 하나의 위성빔을 통하여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모든 신호는 서로에 대해 직교이며, 서로에 대해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위치

에서의 간섭의 대부분을 제거하여, 더 높은 용량을 얻게 한다.

파일럿 파형은 모든(실수) 왈시함수 세트에서 발견되는 모두 1 인 왈시코드 시퀀스를 사용한다. 모든 파일럿 캐리어

에 대한 모두 1 인 왈시코드 시퀀스의 사용은 파일럿 파형에 대한 초기 검색이 외부 코드 PN 동기화가 성취된 후까지

왈시코드 시퀀스를 무시하도록 한다. 왈시 프레이밍은, 왈시 프레임의 길이가 PN 시퀀스 길이의 인자이므로 PN 코드

사이클로 고정된다. 따라서 PN 코드의 기지국 또는 게 이트웨이 오프셋이 128 칩(또는 통신 시스템(10)에 대하여 특

별히 선택된 왈시 프레임 길이)의 배수라면, 왈시 프레이밍 외부 PN 코드 타이밍 사이클로부터 절대적으로 알려진다.

싱크, 페이징 및 음성 또는 또는 트래픽 채널 신호에 있어서, 디지털화된 음성과 같은 입력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암호

화되며, 반복하여 제공되며, 인터리브되어 에러검출 및 보정함수를 제공한다. 이것은 통신 시스템이 더 낮은 신호 대 

잡음 및 간섭비로 동작하도록 한다. 암호화, 반복 및 인터리브의 나선형 또는 다른 형태의 기술이 종래기술에 공지된

다. 각 채널에 대해 에러보정 암호화 심볼 스트림에서의 심볼은 실수인 정수로 변환되며('0'에서 1 및 '1'에서 -1), 채

널에 대해 할당된 왈시함수 또는 시퀀스에 의해 디지털적으로 승산되며, 그것을 실수범위와 시퀀스로 변환한 후에 외

부 PN 코드에 의해 디지털적으로 승산된다. 각 신호에 대한 결과적인 확산 심볼 스트림은 서로 가산되어 합성파형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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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나오는 합성파형은 그 후 정현파 캐리어상으로 변조되며, 밴드패스 필터링되며, 소정 동작 주파수로 변형되며,

증폭되며, 안테나 시스템에 의해 방사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에는 전달된 신호를 형성하는 이들 동작의 일부의 

순서를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PN 코드 파형에 의해 각 음성 채널 신호를 승산하며, 전달된 모든 채널 신호

의 합산 이전의 필터링 동작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PN 시퀀스에 의해 변조되기 전 또는 후에, IF 주파수

또는 기저대역 주파수에서와 같은 처리시 수 개의 사이한 지점에서 합산이 실행될 수 있다. 선형 연산의 순서는 얻어

진 다양한 실행 장점 및 상이한 디자인으로 교환될 수 있다.

CDMA 통신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유용한 기지국 또는 게이트웨이 장치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가 도 2 에 상세하게 도

시된다. 도 2 의 게이트웨이 복조/변조기에서, 두 개 이상의 수신기 시스템이 주파수 또는 공간 다이버시티 수신을 일

으키는 별도의 안테나 및 아날로그 수신기 부분을 갖는 것으로 각각 이용된다. 기지국에서, 다중 안테나가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섹터내에서 공간 다이버시티 수신을 성취한다. 그러한 각각의 수신기 시스템에서, 신호가 다이버시티 조

합 처리를 받을 때가지 신호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점선내의 소자는 어떤 변형물이 종래기술에서 공지되

었지만, 하나의 게이트웨이와 하나의 이동 가입자부 사이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아날로그 수신기 또는 

수신기부의 출력이 또한 다른 소자에 제공되어 다른 가입자부와 통신시 사용된다.

도 2 에 도시된 게이트웨이의 트랜시버 또는 복조기/변조기 부분은, 신호가 다운컨버트되며, 증폭되고 디지털화되는 

아날로그 수신기(62)에 접속되는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안테나(60)를 갖는 제 1 수신기부를 갖는다. 채널 신호들에 

대한 아날로그-디지탈 변환 및 RF-IF-기저대역 다운컨버젼(downconversion)을 위한 다양한 구성들이 공지되었다.

디지털화된 신호가 아날로그 수신기(62)에 의해 출력되며, 입력으로서 탐색기 수신기(64) 및 하나 이상의 디지털 데

이터 수신기(66)에 제공된다. 부가적인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66B-66N)가 사용되어 임의의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 

선택적일 수 있는 각각의 가입자부에 대한 신호 다이버시티를 획득하고, 레이크(RAKE) 디자인 수신기부의 핑거를 형

성한다. 다른 수신기와 결합하거나 또는 단독적인, 이들 부가적인 데이터 수신기는 수 개의 가능한 전파 경로를 따라 

가입자 신호를 추적 및 수신하고 다이버시티 모드 처리를 제공한다.

게이트웨이는 또한 일반적으로, 부가적인 캐리어 주파수에서 통신 신호를 조절하거나 다른 구별되는 변수를 사용하

는 부가적인 수신기부를 갖는다. 이것은 제 2 안테나(70), 제 2 아날로그 수신기(72), 제 2 탐색기 수신기(74) 및 디지

털 데이터 복조기(76A-76N)의 제 2 세트를 포함하는 그런 제 2 의 부분을 사용하여 도 2에 도시된다. 그러나, 많은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에서 사용되어 임의의 주어진 시간에 모든 위성빔 및 조절되는 가능한 다중 경로

를 조절한다.

다이버시티 콤바이너 및 디코더(78)는 데이터 수신기(66A-66N, 76A-76N)의 출력과 결합되며 디지털 링크 또는 처

리 인터페이스부(80)에 설치된 하나의 출력으로 이들 신호를 결합하는 기능을 한다. 다이버시티 콤바이너(78)를 구성

하는 장치는 공지되었으며,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디지털 링크(80)는 출력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송 변조기(82), 

및 일반적으로 MTSO 디지털 스위치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된다. 디지털 링크(80)는, 다이버시티 콤바이너 및 디코더

(78), MTSO 네트워크,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 전송 변조기(82) 및 다른 그런 다이버시티 콤바이너 및 디코더 및 게

이트웨이 전송 변조기 사이에서 디코드된 데이터신호, 인코드되지 않은 데이터신호, 및 인코드된 데이터 신호의 전달

을 제어하며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공지된 소자의 다양성은 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보코더, 데이터 모뎀, 공지된 디지

털 데이터 스위치 및 기억성분을 포함하는 디지털 링크(80)로 합체되거나 형성될 수 있다.

탐색기 수신기(64, 74), 디지털 링크(80), 및 전송 변조기(82)를 따라, 데이 터 수신기(66A-66N, 76A-76N)의 세트

와 결합된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 제어 처리기(84)는 명령 및 제어신호를 제공하여 제한적이지 않은, 신호처리, 타이

밍 신호 발생, 전력 및 핸드오프 제어, 다이버시티 결합, 및 MTSO 와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능을 일으킨다. 

또한, 제어처리기(84)는 가입자 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왈시코드 시퀀스, 송신기 및 수신기를 할당한다.

통신시스템 내에서 MTSO 로부터 또는 다른 콤바이너로부터의 신호는 처리기(84)의 제어하에서 작용하는 디지털 링

크(80)를 사용하는 수신가입자로의 전송을 위해 적절한 전송 변조기에 결합된다. 제어 처리기(84)의 제어하에서 또한

작용하는 전송 변조기(82)는 의도된 수신 가입자부로의 전송에 대한 데이터로 확산 스펙트럼 변조시킨다. 전송 변조

기(82)의 출력이 외부로 나가는 신호에 대해 사용되는 전송전력의 제어를 제공하는 전송 전력 제어기(86)로 제공된다

. 이런 제어는 전송경로의 감쇠를 필요만큼 보상하기 위한 적절한 레벨의 간섭을 목적으로 최소 전력의 사용을 확실히

한다. 제어 처리기(84)는 또한 파일럿, 싱크 채널 및 페이징 채널 신호의 생성 및 전력 및 다른 신호와 합산되며 안테

나로 출력되기 전의 전력 제어기(86)로 결합을 제어한다.

전력제어기(86)의 출력은 합산기(88)로 공급되는데, 합산기에서는 공통 전송 주파수에서는 다른 가입자부로 출력을 

향하게 하는 다른 전송 전력 제어 회로로부터의 출력과 합산된다. 합산기(88)의 출력은 소정의 RF 주파수에서의 다른

증폭을 위한 아날로그 전송기(90)로 제공되며 위성 중계기를 통하여 가입자부로 방사하기 위한 안테나(92)로 출력된

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기지국은 셀 혹은 각각의 섹 터를 위하여 하나 혹은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반면, 게이

트웨이는 수 개의 그런 전송기와 안테나를 이용하여 위성중계기와 통신한다.

전송 변조기(82)를 실행하기 위한 전형적인 신호 변조기 디자인이 도 3에서 설명된다. 도 3에서, 변조기(82)는 인코

더(100)와 인터리버(102)를 포함한다. 왈시 시퀀스 코딩의 적용 이전에, 각 채널에 의해서 전달된 신호는 일반적으로

회선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인코딩되며, 종래의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리브된다.

인터리브된 심벌 스트림 혹은 인터리버(102)로부터의 데이터는 그러므로 왈시 인코딩 되거나 혹은 할당된 왈시 코드

시퀀스로 커버된다. 왈시 코드는 왈시 코드 생성기(104)에 의해서 공급되며 논리소자(106) 내의 심볼 데이터에 의해

서 곱해지거나 혹은 결합된다. 왈시 함수는 전형적으로 9,600 Hz 의 레이트로 클럭되는 한편, 음성, 팩스 및 고속/저

속 데이터 채널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가변 데이터율 시스템에서, 인터리브된 데이터 심볼 레이트는 거의 75 Hz 내지 

19,200 Hz(혹은 어떤 경우 76,800 Hz 정도로 높음)에서 변화될 수도 있다. 결과의 코딩된 파형은 이진 PNu 시퀀스

를 가지고, 제 2 의 논리소자(108)에서 곱해질 수도 있다. 이 시퀀스는 긴 PN 코드 발생기(110)에 의해서 제공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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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1,2288 MHz에서 클럭되어서, 9.6 kbps 와 같은 더 낮은 레이트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데시메이터(deci

mator, 111)에 의해서 데시메이트된다. 또한, 논리소자(108)는 승산기(106)의 출력에 직렬로 접속될 수 있어서, 승산

기(106)로부터의 결과적인 커버된 데이터를 PNu 시퀀스에 의해서 승산한다. 왈시 코드 및 PNu 시퀀스가 '-1' 과 '1' 

대신에 '0'과 '1' 값의 이진수로 구성될 때, 승산기는 배타적 논리합 게이트와 같은 논리 소자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

코드 제너레이터(110)는 각각의 가입자부에 의해서 혹은 그를 위하여 발생된 유일한 PN 시퀀스에 대응하는 별도의 

PN 코드 시퀀스 PNu 를 발생하며 이런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공지된 다양한 소자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가입

자부 어드레스 혹은 사용자 ID 는 시스템 사용자 사이에서 식별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인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

되는 PNu 시퀀스 포맷은 왈시 코드의 경우를 따를 필요가 있다. 즉, 전환소자가 코드 제너레이터의 출력상에 사용되

어 요구대로 '0/1' 형의 시퀀스를 '-1/1' 형의 시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1/1' 혹은 '0/1' 값 세트들 중 어느 쪽이든 

함께 사용된다. 선택적으로, 사용자 특정 키를 사용하는 범용 시간의 128 심볼 표시를 인코딩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

코딩 표준(DES)을 사용하는 인크립터(encryptor) 와 같은, 비선형 인코딩 제너레이터가, 요구에 따라서 PN 제너레이

터(110) 대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PNu 시퀀스는 주어진 링크의 간격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한 장치에 할당된다.

전송기 회로는 또한 두 개의 PN 제너레이터(112, 114)를 포함하며, 이것은 동상(I) 채널과 직교위상(Q) 채널을 위한 

두 개의 다른 짧은 PN I 와 PN Q 코드 시퀀스를 발생한다. 또한, 이들 제너레이터는 적절한 인터페이스 소자를 사용

하는 몇개의 수신기들 사이에서 시간 공유될 수 있다. 이들 시퀀스를 위한 예시적인 발생회로는 1993 년 7 월 13 일

자로 등록된 미국특허 제 5,228,054 호에 'POWER OF TWO LENGTH PSEUDO-NOISE SEQUENCE GENERATO

R WITH FAST OFFSET ADJUSTMENTS' 로 되어 있으며, 본 발명의 양도인에 의해서 양도되었다. 이들 PN 제너

레이터는 제어 프로세서로부터의 빔 혹은 셀 식별 신호에 대응하는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PN 시퀀스를 위한 오프셋 

혹은 소정의 시간지연을 제공한다. 비록, 단 두 개의 PN 제너레이터가 PN I 와 PN Q 시퀀스를 발생하기 위하여 설명

될지라도, 많은 다른 PN 제너레이터 구성이 실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승산기(106)에 의해서 출력된 왈시 인코딩된 심볼 데이터는 그 후 한 쌍의 논리소자 혹은 승산기(116, 118)를 사용하

여 PN I 와 PN Q 코드 시퀀스에 의해서 승산된다. 결과적인 신호는 적절한 전력제어와 증폭 회로와, 전송 전력 제어

기(86) 및 아날로그 전송기(90)로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 신호들은, 단일 신호로 합산된 정현파의 직교쌍을 변조한 2

위상에 의해서, RF 캐리어상으로 변조된다. 이들 신호는 다른 음성 캐리어 신호와 함께, 파일롯 및 임의의 설정 캐리

어 신호와 합산된다. 합산은 특정한 셀 내에서의 채널과 연관된 PN 시퀀스에 의해서 승산되기 전 혹은 후에 기저대역

주파수, 또는 IF 주파수에서와 같은 과정중의 몇 개의 상이한 지점에서 얻어질 수도 있다.

그 후, 결과 출력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링되며, 게이트웨이의 안테나에 의해서 최종 RF 주파수로 트랜스레이트되며, 

증폭되고, 필터링되며 방사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터링, 증폭, 트랜스레이션 및 변조 동작은 상호교환될 수도 

있다. 전송 장치의 이런 형태의 동작의 부가적인 상세한 설명은 미국특허 제 5,103,459 호에 'SYSTEM AND METH

OD FOR GENERATING SIGNAL WAVEFORMS IN A CDMA CELLULAR TELEPHONE' 으로 개시되어 있으며, 

본 발명과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참고로서 여기서 제시된다.

가입자부 트랜시버 혹은 복조기/변조기의 예가 도 4 에 도시된다. 도 4 에 도시된 것처럼, 가입자부는 하나 이상의 안

테나(120)를 가지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통신신호를 수신하며 아날로그 수신기 혹은 수신기 시스템(124)으로 전송

한다. 동일한 안테나가 전송과 수신 기능을 위한 일반적인 설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신호 전달은 일반적으로 

듀플렉서 소자(122)를 사용하여 발생하며 각각의 기능부(입력 및 출력)는 임의의 시간에서는 다른 것들로부터 격리

되어져서 피드백과 손상을 막아야 한다.

아날로그 수신기(124)는 아날로그 통신 신호를 받으며 디지털 통신 신호를 하나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126)

와 하나 이상의 탐색 수신기(128)로 제공한다. 부가적인 디지털 데이터 수신기(126B-126N)가, 앞에서 처럼, 신호 다

이버시티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것은 임의의 시스템 디자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분야의 당업자

는 수신기의 수의 초기 선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용가능한 다이버시티의 전형적인 레벨, 복잡성, 제조의 

용이성, 가격 등과 같이, 사용된 디지털 수신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를 쉽게 인지할 것이다. 비록 휴대용 가입자

부를 위한 것보다는 덜 제한적일지라도, 게이트웨이는 또한 비슷한 제한을 가진다.

가입자부는 또한 탐색 수신기(128)와 함께 데이터 수신기(126A-126N)에 결합된 하나 이상의 제어 프로세서(130)를

포함한다. 제어 프로세서(130)는 다른 기능 가운데, 기본 신호 프로세싱, 타이밍, 전력 및 핸드오프제어 혹은 조정, 다

이버시티, 및 다이버시티 결합을 제공한다. 제어 프로세서(130)에 의해서 종종 실행되는 또 다른 기본 제어기능은 수

신과 전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코드 시퀀스 혹은 왈시 함수의 선택과 조작이다.

데이터 수신기(126A-126N) 의 출력은 가입자부내의 디지털 기저대역 회로(134)에 단일 출력을 제공하는 디코더(13

2)와 다이버시티 결합기에 결합된다. 이 전송의 조정과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프로세스(13)에 의해서 제어된다. 기저

대역 회로는 장치 사용자로부터 그리고 장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가입자 부내에서 사용된 처리 및 표

시소자의 나머지를 포함한다. 즉, 일시적인 혹은 장기간 디지털 메모리와 같은 신호 혹은 데이터 저장 소자와, LCD 

혹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크린, 스피커, 키패드 단자와 핸드세트와 같은 입력 및 출력 장치와, A/D 소자, 보코더 및 

다른 음성 및 아날로그 신호 프로세싱 소자 등 모두가 종래에 공지된 소자를 사용하는 가입자 기저대역 회로의 부분

을 형성한다. 도 4 에 도시된 것처럼, 이들 소자의 일부는 제어 프로세서(130)와 통신하거나 혹은 그의 제어하에서 작

동할 수도 있다.

음성 혹은 다른 데이터가 가입자부에서 발생되는 통신 신호 혹은 출력 메시지로서 준비될 때, 사용자 디지털 기저대

역 회로(134)는 수신, 저장, 프로세스하도록 사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전송을 위한 소정의 데이터를 준비한다. 기저

대역 회로(134)는 교대로 제어 프로세서(130)의 제어하에서 작동하는 전송 변조기(136)로 이 데이터의 출력을 제공

한다. 전송 변조기(136)의 출력은 전력 제어기(138)로 이 데이터의 출력을 제공한다. 전송 변조기(136)의 출력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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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어기(138)로 전송되며 이것은 안테나(120)에서 게이트웨이로의 출력 신호의 최종 전송을 위하여 전력 증폭기(1

40)로 출력 전력 제어를 제공한다.

가입자부의 입력측으로 복귀하는, 안테나(120)에 의해서 수신된 신호는 도 2의 아날로그 수신기(62)에 대하여 설명

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날로그 수신기(124)에 의해서 프로세스되며, 여기서 그것들은 다운컨버트되며 IF 혹은 기

저대역 주파수로 트랜스레이트되기 전에 증폭되며 필터링이 가해지며 더 증폭된다. 결과의 증폭된 신호는 A/D 컨버

터로 전송되며, 여기서 그들은 적절한 클럭 레이트에서 디지털 화된다. 전과 같이, 이 A/D 컨버터는 쉽게 가입자부 회

로내의 몇 개의 섹션에 쉽게 상주할 수 있다. A/D 변환기로부터 데이터 및 탐색 수신기(126, 128)로 출력된 디지털화

된 IF 신호는 결합된 I 와 Q 채널 신호이다. 그러나, 상술된 것처럼, 전송된 신호는 별도의 I 와 Q 채널형태일 수 있다.

아날로그 수신기(124)의 좀 더 상세한 도면은 도 5 에 도시된다. 도 5 에 도시된 것처럼, 안테나(120)에 의해서 수신

된 신호는 다운컨버터부(150)에 결합되는데 여기서 신호는 RF 증폭기(152)안에서 증폭되며, 신호 혼합기(154)에 입

력으로서 제공된다. 동조 가능한 주파수 신시사이저(156)의 출력은 혼합기를 위한 제 2 의 입력으로서 제공되며, 증

폭된 RF 신호를 IF 주파수로 트랜스레이트하도록 기능한다. 주파수 신시사이저(156)의 출력은 주파수 조정 신호를 

사용하여, VCO 의 경우에서처럼 전자적으로 제어될 수 있다. 수신된 신호 캐리어가 수신기(126)에 의해서 추적되며 

캐리어 주파수는 페이딩, 도플러 시프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신 시사이저(156)의 출력은 모든 다이버시티 수

신기 핑거에 공통인 이들 영향의 충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IF 신호는 밴드패스 필터(BPF)(158)로 전송되며, 전형적으로 소정의 통과대역을 갖는 표면음향파(SAW) 필터와 같

은 소자를 구비하며, 소정의 파형과 일치하도록 선택된 특성을 갖는다. IF 신호는 잡음과 소정의 원치않는 스펙트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링되며 다른 증폭을 위한 가변이득 IF 증폭기(160)로 전달된다.

도 5에서, 이득 제어소자(164)는 IF 증폭기(160)에 대한 이득 제어를 위하여 사용되며, 이것은 장시간의 페이딩과 다

른 에너지 손실 혹은 다른 프로세싱동안 열화를 유도하는 수신신호에서의 감쇠 또는 다른 에너지 손실 및 장기간의 

페이딩을 어느정도 보상한다. 이득 소자(164)는 입력 신호상의 가변이득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전자분야에서의 당업

자에게 공지된 것처럼, 전자적으로 제어된 이득장치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득 제어 신호는 다음에 설명될 복조기의

후속부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 이득 제어 기능은 수신기 복조기가 제한없이 작동되고, A/D 컨버터로 전체 대역폭을 표시하게 하여서 프로세싱 동

안의 정보의 손실을 막는다. 또한, 이득 제어(164)는 입력 신호를 소정의 레벨로 정규화할 수 있어서, 이것이 아날로

그-디지털 변환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사용된 전송신호는 일반적으로 전력 제한되며, 수신기는 저에너지 

신호레벨을 보상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IF 증폭기(160)에 의해서 생성된 결과적인 증폭된 IF 신호는 A/D 컨버터(162)로 전송되며, 여기서 이것은 게이트웨

이에서 얻어진 것처럼, 적절한 클록 레이트로 디지털화된다. 이전과 같이, 비록 A/D 컨버터(162)가 수신기(124)의 부

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설명될지라도, 이것은 예를 들어 디지털 데이터 혹은 탐색 수신기(126, 128)의 가깝게 결합

된 부분을 형성하는 복조기 회로내의 어느 곳에 쉽게 존재할 수 있다.

A/D 컨버터(162)로부터 데이터 및 탐색 수신기(126, 128)로 출력된 디지털화된 IF 신호는 결합된 I 및 Q 채널신호를

구성한다. 그러나, 전과 같이, 이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A/D 컨버터(162)가 구성되어 변환 이후의 디지털화된 I 와 Q 

채널 신호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I 와 Q 채널을 디지털화하기 전에 채널분리와 두 개의 분리된 A/D 컨버터 경로를 제

공할 수 있는 것을 용이하게 평가한다. 도 4 와 도 5 의 제 1 수신부에 대하여 논의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제 2 수신

기부는 수신된 통신신호를 처리한다.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A/D 컨버터(162)로부터의 디지털화된 I 및 Q 채널 신호는 수신기(126)내에서 생성된 적

절한 PN I ' 와 PN Q ' 와 함께 PN QPSK 상관기(176)로 입력된다. 이들 후자 시퀀스는 상술된 것처럼, 게이트웨이

에서 사용된 비슷한 방법으로 발생될 수 있다. 제어 프로세서(130)는 타이밍과 시퀀스 제어 신호를 이들 제너레이터

로 제공한다.

이런 접근에서, 두 개의 PN 제너레이터(166, 168)는 변조구조의 외부코드를 위한 I 와 Q 채널 PN 시퀀스처럼, 두 개

의 상이한 짧은 코드 PN 시퀀스(PN I , PN Q )를 발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왈시 코드 제너레이터(17)와 같은 직교 

코드 소오스는 임의의 통신 링크동안 가입자부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직교 코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코드 

제너레이터(170)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공지된 다양한 소자를 사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사용된 특정 직교, 왈

시, 코드는 합성 신호에서의 게이트웨이 혹은 MTSO(12) 에 의해서 제공된 '셋업' 정보를 사용하여, 중앙 프로세서(13

0)의 제어하에서 선택된다.

제너레이터(170)로부터 출력된 코드 시퀀스는 시퀀스 PN I ' 와 PN Q '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사

용하거나 혹은 승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쌍의 논리소자(172, 174)내의 PN I 및 PN Q 시퀀스와 각각 논리적

으로 결합된다. 상관기(176)는 PN I ' 및 PN Q ' 시퀀스를 가지고 I 및 Q 채널 데이터를 연관시키며 상 관련 I 및 Q 

채널 출력을 한 쌍의 어큐뮬레이터(178A 및 178B)에 각각 제공한다. 그러므로, 가입자부에 의해서 수신된(디지털화

된) 통신 신호는 사용자 특정 왈시코드 시퀀스와 짧은 코드 PN I 및 PN Q 시퀀스 양자에 의해서 복조된다.

어큐뮬레이터(178A, 178B)는 소정의 시간간격, 예를 들면, 한 심볼 또는 128 칩주기)동안 QPSK 상관기(176)에 의

해서 제공된 심볼 데이터를 보정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하고난 후, 그 데이터를 위상 검출기 혹은 로테이터(1890)로 입

력한다. 필연적으로 데이터는 직렬 심볼 스트림으로부터 프로세싱동안 어큐뮬레이터에 의해서 병렬 심볼 세트로 변

환된다. 동시에, 위상 로테이터(180)는 또한 파일럿 신호를 탐색 수신기로부터 수신하고 파일럿 신호의 위상에 따라 

수신된 심볼 데이터 신호를 회전한다. 결과의 채널 데이터는 위상 로테이터(180)로부터 다이버시티 콤바이너와 디코

더로 출력되며 여기서 이것은 디인터리브되며 디코드된다.

도시되지 않은, 또 다른 PN 제너레이터는 가입자부 특정 PN 시퀀스에 대응하는 PN 시퀀스 PNu를 발생하기 위하여 

또한 사용될 수도 있다. 비록 이것이 게이트웨이로부터 제공된다 할지라도, 이 시퀀스는 일반적으로 임의의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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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 ID 에 반응하여 발생된다.

불운하게도, 도 5 에 도시된 장치는 통신신호를 적절하게 복조하기 위하여 아주 강하거나 확실한 파일럿 신호를 요구

한다. 상술된 것처럼, 이것은 데이터 신호를 복조하는 이 프로세서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로 파일럿 

신호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혹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본 발명에 따라서 개

발되었으며, 이것은 입력신호 위상의 개선된 추적을 제공하여 데이터 혹은 트래픽 채널 신호가 수신기(126A-126N)

내에서 빠르고 쉽게 복조될 수 있다. 이런 기술에서, 에너지의 모든 혹은 실질적인 부분이 게이트웨이 가입자부에 의

해서 수신되거나 혹은 통신신호 소오스가 다른 가입자부를 위한 통신신호를 위하여 사용된 에너지를 포함하는 통신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심볼 클럭은 입사 통신신호를 역확산하고 복조하기 위한 타이밍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 5 에 도시된 PN 코드 소오스

의 각각에 의해서 사용된다. 수신기(126)에 의해서 사용된 심볼 클럭이 수신된 신호 타이밍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않

는다면, 클럭 타이밍에서의 보정 혹은 타이밍 조정, 증가 혹은 감소가 요구된다. 입사신호의 타이밍 수신기(126)가 동

일하거나 혹은 정렬되어 있는 정도가 시스템 타이밍을 추적하기 위한 코히런트 신호를 제공하는 파일럿 신호를 샘플

링함으로써 측정된다. 이것은 '이른-늦은' 샘플링으로 언급되는 것 혹은 위상 로크 루프(phase locked loops)와 같은

종래에 공지된 회로를 구비하는 타이밍 추적 루프를 사용하여 전형적으로 얻는다. 즉, 보정신호는 파일럿 신호의 '늦

은' 및 '이른' 샘플 사이의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신 신호의 '온 타임' 타이밍에 대하여 오프

셋 샘플이 중간에 있을 때 0 으로 된다. 시간 추적 루프로부터의 신호는 그리고 나서 파일럿 신호의 타이밍으로부터 

측정된 편차에 반응하여 내부핑거 수신기 타이밍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것은 도 6 에 도시되어 있으며, 일련의 수신기(126A, 126B, 126C, 126N)가 입력신호 버스 혹은 라인(182)상의 가

입자부내의 하나의 핑거에 대한 디지털 통신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종래에 공지된 회로를 사용하

여, 파일럿 신호는 수신된 신호 캐리어로부터 분리되고 주파수 추적 루푸(184)로부터 입력된다. 이전에 설명된 것처

럼, 추적 루프(184)는 제한적이 아닌, 하나 이상의 위상 로크 루프같은, 입력신호의 주파수와 위상으로 로킹(locking)

하기 위한 종래의 회로를 구비한다. 상술된 것처럼, 데이터 수신기(126)는 상이한 신호경로(다중경로)상에 도달하는 

동일한 가입자 편향 신호를 복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각각의 수신기는 그의 타이밍을 상이한 송신 경로 길이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 지연과 일치되도록 조정된다.

데이터 수신기(126)와 추적루프(184)는 타이밍을 설정하기 위하여 공통의 심 볼 클럭 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추적

루프(184)가 파일럿 신호의 타이밍으로 로크될 때, 보정신호를 생성하며, 이것은 입력 신호 캐리어와 동위상이 되도

록 그들의 내부 추적과 타이밍을 조정하는 다양한 데이터 수신기에 타이밍 라인과 버스(186)상에 제공된다. 각각의 

수신기는 그리고 나서 상술된 지연 특성을 반영하도록 그의 타이밍을 조정한다. 복조되고, 커버되지 않은 수신기(126

)의 각각으로부터의 출력은, 이전에 도시된 것처럼 적절한 다이버시티 결합 회로로 전달된다.

이 접근이 비교적 강한 파일럿 신호의 추적을 허용하는 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파일럿 신호의 부재시 캐리어 신호

의 추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 6에서 도시된 접근은, 프린지 수신영역(fringe reception area), 또는 저고도에서 관

측된 위성에 의해 투사되는 빔의 경계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은, 매우 약한 파일럿 신호가 있을 경우에도 잘

기능하지 않는다. 다른 사용자 혹은 가입자부를 향하는 고용 캐리어 주파수상에 수신된 모든 에너지 혹은 일부분을 

사용하는 이 새로운 방법과 장치는 도 7에서 도시된다.

도 7에서, 수신기(126A, 126B, 126C, 126N)가 입력버스(182)상에서 디지털 통신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다시 도시된

다. 추적루프(184)는 또한 타이밍 혹은 보정, 신호버스(186)상에서 수신기로 시간신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신된 캐

리어 위상을 검출하기 위한 파일럿 신호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혹은 그에 부가하여, 에너지는 또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통신 신호로부터 유도된다. 이것은 통신 시스템내에서 다른 사용자 활성을 위하여, 직교 코드, 여기

서는 왈시 함수를 사용하여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수신기(126)를 설치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기능을 위하여 사용된 수신기(126)의 수는 가입자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수와 캐리어 신호를 추적하기 위한 

에너지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용된 에너지의 양은 가입자부의 특정 작동 환경과 파일럿 신호의 존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한 가장 강한 신호의 일 세트를 단지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신호 다중경로 수신 혹은 다이버시티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는 또한 다른 에너지의 수집

을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수신기의 수와 충돌한다.

126B, 126C, 및 126N 으로서 여기에 도시된, 다른 사용자에 대한 신호 또는 채널을 복조하는 이들 수신기의 출력은 

신호 합산소자 또는 합산기(188)로 전달된다. 도 7에서, 소정의 가입자신호 또는 채널을 나타내는 수신기(126A)로부

터의 출력과 관련된 에너지 부분은 또한 다른 수신기의 출력과 결합될 수 있도록 점선으로 도시된다. 하지만, 이것이 

특히 강한 신호가 아니라면 에너지는 이 작용을 위한 이러한 신호로부터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합산소자(188)는 이들 신호를 함께 합산하여 게이트웨이에 의해 공통 캐리어를 통하여 다른 시스템 가입자로 전달되

며, 당해 가입자부에 의해 수신되는 데이터 심볼을 나타내는 하나의 출력신호를 형성한다. 합산소자(188)에 의해 생

성된 신호는 이 신호에서 구현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하는 타이밍 루프(184)로

입력으로서 전달된다. 소망되는 경우 파일럿이, 다른 가입자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지점에서의 미리 선택된 레벨 이하

로 떨어질 때까지, 단 독으로 또는 파일럿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통신 시스템 디자인에 있어서 당업자는 특정한

시스템 필요조건에 친숙하며 파일럿 및 통신신호 전송은 비파일럿 신호 에너지를 채용하여 캐리어 신호를 추적할 경

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한다.

이 기술이 가입자의 능력을 개선시켜 통신신호 캐리어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하지만, 가입자 수신기 내에서 잠재적으

로 더욱 콤팩트한 실행을 제공하며 하나의 수신기로부터의 다중 가입자 채널 출력을 제공하는 다른 실시예가 개발되

었다. 이것은 도 8-9 에 더욱 상세하게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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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널 또는 사용자 에너지 위상추적 수신기를 설치하는 유용한 가입자부 장치의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 8 

에 상세하게 도시된다. 도 8 의 복조기/변조기에 있어서, 일련의 가입자부 수신기 (126A'-N') 가 수신된 통신 신호에 

대한 캐리어의 위상 및 주파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M 진 코스타스(Costas) 루프, 또는 위상 추적 루

프로서 칭해지는 주파수/위상 추적회로 (190) 를 채용하여 도시된다.

레이크형 수신기 세트의 각 핑거에서의 타임 추적 루프 (192) 는 A/D 컨버터 (162) (도시하지 않음) 로부터 입력 통

신신호를 또한 수신하며 캐리어 신호 주파수에 대한 시간 추적을 한다. AGC 및 위상 앰비규어티 회로 (174)는 또한 

A/D 컨버터 (162) 로부터의 입력 및 M 진 루프 (190) 의 출력에 결합되며, 게이트 웨이로 피이드백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입력 증폭기 스테이지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이득 제어 및 신호의 상대적인 수신 세기(

SRRI) 값을 만들기 위해 제공되어, 전송 전력 레벨을 설정하며, 위상 앰비규어티를 분석한다.

이들 루프에서의 처리 결과는 각각 수신기 (198, 200)에서와 같은 코히어런트 및 비코히어런트 신호복조에 대한 출

력을 제공한다. 결과적인 수신기(126A'-N') 로부터의 복조 출력은 다이버시티 콤바이너 (202) 에서 결합되며, 그 후 

디인터리버/디코더 (204) 에서 디인터리브 및 디코딩된다.

단일 수신기 (126') 의 구조는 도 9a 및 9b 에 더욱 상세하게 도시된다. 본 발명의 도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일 

경로 복조 구조가 도 9a 및 9b 에 존재하여, M 진 위상 및 시간 추적 루프의 동작 및 수신기 (126A'-126N') (바람직

하게는 66A-66N, 76A-76N) 의 다른 복조부를 도시한다.

통신 시스템 (10) 내에서 동작하는, 26 및 28 과 같은, 원격 사용자 또는 이동 가입자부는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게이

트웨이 (22, 24) 등, 또는 기지국으로부터 방송되는 한 개 이상의 신호 (R(t)) 를 각각 수신한다. 이들 신호는 가입자부

안테나 (120) 에 의해 인터셉트되며 상기한 바와 같이 처리되어 디지털 데이터 신호를 제공한다. 수신된 신호 R(t) 각

각은 개개의 가입자부에 대한 내부 위상 및 시간 기준에 대하여 상대적인 랜덤 위상 시프트 θ 및 상대적인 시간 지연

D 을 갖는다.

그러한 수신된 신호는 일반적으로 식 (1) 의 형태의 파형 또는 신호구조를 갖는데,

여기서 θ(t) 는 도플러 주파수 시프트, 발진 드리프트, 및 위상 잡음 요소를 포함하는 순간적인 위상 오프셋이다. 항 

n(t) 는 고정된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부가적인 가우스 잡음 또는 수신 신호 내에서 구현되는 간섭잡음을 나타낸

다. 및 항은 일반적으로 식 2 및 3 의 전송된 형태를 갖는 수신 신호의 동상 및 직교성분 또는 부분을 나타내는

데,

여기서 Wi 는 사용자 i 에 할당된 왈시 커버 또는 함수이며, PN I 및 PN Q 는 각각 I 및 Q 채널에 대해 사용되는 확산

PN 코드 시퀀스이며, a n (i) 는 i 번째 사용자의 신호에 대한 n 번째 코드된 심볼이다.

일반적으로, 수신된 신호는 필터링된 후, 상술한 바와 같은 다운컨버터를 이용하여 소정의 기저대역 주파수로 트랜스

레이트되며, 여기서 I 및 Q 위상 채널 또는 신호성분은 확산 칩 레이트의 k 배의 속도 (즉, Ts = Tc/k) 로 샘플링된다.

k에 대해 사용된 값은 여러가지 공지된 통신 시스템 동작변수 및 제한(constraint) 에 따라서 미리 선택된다.

수신된 신호 R(t) 의 I 및 Q 부분을 샘플링하는 것은 하기와 같은 샘플 값 R I 및 R Q 값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R I 및 R Q 는 원래의 구성요소 ( 및 ) 에 더하여, 제로 평균과 σ 2 의 분산을 각각 갖는 일부 부가적

인 잡음 인자 (n i 및 n q ) 로 구성된다.

그후, 이들 신호 또는 샘플링된 값들은 의도하는 수신자에 대한 신호에 의해 운반된 대응하는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

하여 가입자부에 의해 복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수신기는,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하며, 수신된 신호의 시간 지연의 변화를 추적하고, 커버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왈시 함수에

서 에너지를 검출하며, 신호 위상 기준 및 에너지 레벨을 추정한 후, 디-인터리빙 및 복조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작업

을 포함하는 통신신호를 처리하는 여러가지 일을 수행해야 한다.

도 9a 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주파수 및 위상 추적 작업은 M 진 코스타스 루프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파수 및 

위상 추적 루프 (190A) 를 이용하여 얻어진다. 새로운 M 진 추적 루프는 주어진 통신채널 또는 반송 주파수에 대해 

활성 사용자 에너지의 모든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주파수 추적을 실시한다. 이는 사용되어지는 파일럿 신호

의 강도가 매우 약하거나, 또는 유동적인 경우나, 또는 파일럿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향상된 주파수 추적을 제

공한다. 또한, 이러 한 접근은 동일 주파수, 빔 또는 게이트웨이 안테나를 공유하는 모든 M 사용자들의 복조를 위하여

제공된다.

수신된 신호 R(t) 는 M 진 위상루프 (190A) 에서 A/D 컨버터 (208) 와 데시메이터 (210) 를 통하여 연관된 안테나 

구조물로부터 딜레이 소자 (212) 로 전송된다. 데시메이터 (210) 는 매 8번째, 또는 달리, 원하는대로, A/D 컨버터 (2

08) 로 부터 출력된 디지탈 심볼들중의 어떤 심볼을 샘플링 하거나, 또는 선택하도록 기능한다. 이러한 데시메이션에 

대한 초기 샘플링 점은, 통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거나 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선택되며,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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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또는 유사한 제어 소자의 동작에 의해 선택된다. 데시메이터 (210) 에 의해 사용된 타이밍은 수신기 내의 다른 

소자에 응답하여 조절되어, 유입하는 통신신호를 추적하는 동안에 적정한 데시메이션 점을 유지한다.

딜레이 소자 (212) 는 1/2 칩 (Z-1) 에 의해 점유되는 시간 길이와 거의 동일한 지연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신

호처리에 대해 적정한 타이밍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정확히 왈시 심볼 시간 jTs 에서 도달하는 수신 신호와 결합된 

샘플링된 신호의 지연된 형태 (version) 가 딜레이 소자 (212) 에 의해 출력되며, 회전 소자 또는 위상 로테이터 (214

) 에 제공되어, 여기서 역확산 또는 회전된다. 이러한 후자의 동작은, 유입하는 샘플링된 신호에 복소수 역확산 신호 

또는 PN 시퀀스 X 를 곱함으로써, 실현되는데,

위상값 φ(n)은 추적되어 이후 복조되어지는 유입 또는 수신된 신호 R(t)에 대하여 계산된 위상을 나타낸다. M 진 위

상 루프는 필터링된 에러 신호에 응답하여 동적으로 조정되는 랜덤 위상에서의 동작을 개시한다. 원한다면, 시작하는

위상값도 통신 히스토리 또는 다른 공지된 인자에 기초하여 미리 선택될 수 있으며, 가입자부에 저장되어, 제어 프로

세서 (130) 에 의해 리콜될 수 있다.

도 6 및 7 과 관련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에러 신호가 제로 값을 가질 경우, 위상값에 대한 조절이 필요없으며, θ(n) 

은 φ(n)과 동일하다. 그렇치 않다면, φ(n) 은 위상에서 θ(n) 앞서거나 뒤지며, θ(n) 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φ(n) 

의 값을 조절하기 위하여 소정의 에러 보정이 사용된다. 나머지 에러값 또는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의 

동상 및 직교 부분들을 별개로 복조하고, 활성 사용자 직교, 왈시, 코드를 적용하기 전에 그 결과들을 결합하여 국소적

으로 적절한 에러보정이 얻어진다.

도 9a 에서, 로테이터 (214) 로부터의 일 출력, 즉 상부 출력은 상부 추적루프 암 (arm) 또는 동상 암 (I-암) 으로 지

칭된다. I 암에 출력된 신호는 수신된 신호에 시퀀스 X 를 곱한 결과의 로테이터 출력을 의미하며, 실수값을 취한다. 

특정 셀로부터 모든 통신을 확산하는데 사용된 짧은 코드에 대한 입력 신호의 확산은 이 동작의 일부이다. 이 코드는, 

비록 다른 코드가 일부 응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오프셋과 같이, 통신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코드는 정확한 오프셋을 제외하고, 파일럿의 신호의 부재시에도 수신된 신호에 대하여

공지되어 있다.

로테이터 (214)로부터의 다른 출력은 하부 추적 루프, 또는 직교 암 (Q-암) 으로 지칭된다. Q-암으로 출력된 신호는 

수신된 신호에 X 를 곱한 로테이터 출력을 나타내며, 허수값을 취한다. 물론, 상부 및 하부 표현은 단지 편리성과 설명

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필요한 물리적인 회로 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각 채널 또는 신호 전송선상의 I 및 Q 신호는,

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신호에 대한 노이즈 충격을 받기 쉬운, 그 링크나 통신 신호 주파수를 공유하는 모든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순방향 통신 링크상에 전송되어 지는 모든 변조된 정보를 반송한다. 이때, 신호는 일련의 또는 연속된 

인코딩된 데이터 심볼을 의미한다.

값 Wi 는 통신 시스템에 사용된 각각의 개별 왈시 커버 시퀀스 (직교 코드)를 나타낸다. 당업자에게 공지된 바와같이,

통상, i 의 최대값은 64 내지 128 범위이며, 특정 통신 시스템 설계에 의존한다. 더 높은 값이 미래의 시스템에 채용될

수도 있다. 이는 통신시스템의 각 분리된 영역 또는 통신 채널 (셀, 섹터 등) 내에 대략 64 또는 128 개의 직교하여 인

코딩된 채널을 고려한다.

I 및 Q 신호는 어큐뮬레이터 (216A 및 216B) 에 각각 입력되며, 여기서 더 이상의 처리를 위하여, 심볼이 그룹 또는 

블럭으로 축적된다. 이 단계는 후속 단계용 직렬-병렬 입력 포맷으로부터 데이터 심볼 스트림을 변환하는 것과 동일

하다. 축적되어지는 블럭 크기는 후속 스테이지의 입력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그후, 심볼들이 심볼 변환회로 (218 및

220) 에 각각 전송되고, 여기서 최초로 복조되어 데이터 비트의 스트림 또는 스트링 (strings) 을 생성한다. 일반적으

로 이들 회로들은 고속 하다마드 트랜스포머 (FHTs) 로 구성된다. 상부 및 하부 FHTs (268 및 220) 양자의 i번째 출

력은,

과 같은 형태를 가지며, 여기서, Ni(i) 및 Nq(i) 는 수신된 신호에서 각각의 i번째 출력 또는 사용자 채널에 대응하는 

잡음 성분을 나타낸다. FHTs (218 및 220)에서 출력으로서 제공된 정보 비트는 병렬-직렬 컨버터 (222A 및 222B) 

에 각각 입력되어, 한번에 여러 비트로 전송되어 들어오고, 시리얼 데이터 스트림의 형태로 더 느린 레이트에서 전송

되어 나간다. 즉, 데이터 스트림 포맷의 병렬-직렬 변환이 일어난다. 어큐뮬레이터 출력은 승산기 (224) 에 제공되어,

동상 데이터 I i 및 직교 데이터 Q i 가 함께 곱해진다. 이들 데이터 값들을 참조할 때에는, 이 데이터는 아래 첨자 표

기, '페이와이즈(pairwise) 방식으로'함께 곱해짐에 주의한다. 즉, 동일 사용자에 대한 동일 데이터(위치)에 대응하는 I

및 Q 채널로부터의 데이터가 함께 곱해진다. 그후, 승산기 (224) 에서 생성된 곱이 합산회로 (226) 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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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에러신호, e(n) 을 생성하기 위하여 추적되어지는 주파수에 대해 알려진 활성 왈시 코드 시퀀스 또는 사용자 

채널의 다중, 또는 모두를 통하여, 각각의 I i /Q i 쌍에 대하여, 합산회로 (226) 는 그 곱을 축적하고 합산한다.

에러신호 e(n) 가 생성되어지는 처리는,

의 평균 E(e(n)), 및 분산 (σ 2 ) 를 각각 갖는 랜덤 프로세스이다.

합산회로 (226) 에 의해 출력된 결과 에러신호 e(n) 가 첫번째 또는 두번째 루프 필터 (228) 를 통과하여, 승산 처리

에서 원하지 않는 주파수 성분과 노이즈가 제거된 후, 주파수 소오스 (230) 로의 좁은 밴드 입력으로 전송된다. 주파

수 소오스 (230) 는 유입하는 신호 위상의 계산을 보정하기 위한 출력을 제공하는 조절가능한 주파수 소오스를 나타

낸다. 주파수 소오스 (230) 의 출력은 필터 (228) 로부터의 입력 에러 보정 신호 값의 변화에 응답하여 변한다.

주파수 소오스 (230) 는 디지탈 주파수 신시사이저의 구조인 통상의 구조를 갖는, 여러가지 공지된 구조와 방법을 이

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주파수 소오스 (230) 는, 입력 에러 보정 신호가 역시 제로에 접근함에 따라, 그 값이 제로에 

접근하는 오프셋 부분을 갖는 출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는, 주파수 소오스 (230) 는 에러신호

와의 비교를 위한 문턱 또는 기준 값을 채용하고 이 기준 레벨에 도달하는 경우 그 오프셋 위상값을 제로까지 감소시

킬 수 있다. 도 9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파수 오프셋 값은 주파수 소오스 (230) 에 입력되어 소정신호 전송경로에 

대한 전치 보상능력을 제공하거나,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잉여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지된 

도플러 또는 다른 재생가능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로테이터 (214) 에 의해 사용된 위상의 실제 값은 3개의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들 성분은, 필터로부터의 위상 보정, 

도플러 시프트에 대한 보정에 기한 위상, 및 역확산 동작에 사용된 위상이다. 합산회로 (226) 로부터 출력된 에러보정

신호의 값은, θ(n) 이 φ(n) 에 접근함에 따라, 제로, 또는 대응하는 위상 오프셋 또는 문턱값에 접근한다. 2개의 위상

각이 같은 경우, 병렬-직렬 컨버터 (222A 및 222B) 의 출력에 존재하게 되는 데이터는 수신기 (126A') 에 의해 모니

터되어지는 게이트웨이의 모든 활성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또한, 특정 경로상의 통신신호를 수신하기 위

해 사용되어지는 각 수신기에 대해서도 옳다.

만약, FHTs (218 및 220) 로부터의 출력 데이터가 제공된 후, 함께 합산되면,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는, 도 9b에 나타낸 AGC 및 위상 엠비규어티 회로 (194A) 에서 수행된 기본 동작이다. 초기의 획득 및 

추적동안 동상 및 직교신호가 크게 변하고 부호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제곱되고 나서 

함께 합산된다. 또한, 이 동작의 결과는, 수신된 통신신호의 상대적인 신호강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가변 이득 

제어기 (164) 에 의해 제공된 이득을 조절하기 위해 제어신호로서 사용될 수 있다. I 2 와 Q 2 의 신호 의 합은 수신된

신호의 상대 에너지 또는 파워 레벨을 나타내는 신호를 제공한다.

도 9b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상 데이터 (Ii) 및 직교 데이터 (Qi) 를 각각 유지하는 컨버터 (222A 및 222B) 의 출력

은 한쌍의 조절가능한 지수 (제곱) 승산기 소자 (232A 및 232B) 에 각각 접속되며, 여기서, 데이터가 제곱된다. 이러

한 곱은, 페어와이즈 방식으로 함께 더해지는 덧셈 소자 또는 가산기 (234) 에 입력되어, 신호 파워의 측정을 제공한

다. 그후, 가산기(234)로부터의 가수들이 직렬 병렬 컨버터 (236) 로 전송되어 여기서 단일 신호로 형성된다. 승산기 

(232A 및 232B)에 대한 지수는, 추적되어지는 신호가 파일럿 신호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신호에 대해 2의 값을 갖는

것으로 선택되는 변수 'λ' 로서 나타내며, 그 값은 1 로 설정된다. 이는 왈시 커버 코드가 모두 제로일 수 있는 비변조

된 파일럿 신호에 대해 제곱하는 것을 방지한다.

직렬-병렬 컨버터 (236) 에 축적된 값은 신호레벨 계산기 및 필터 (238) 로의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계산기 및 필터(

238)는 THFs의 모든 i번째 출력에 대하여 I 2 과 Q 2 의 합의 장기 (long-term) 평균을 생성한다. 이 장기 평균은 통

신신호와 임의의 파일럿 신호의 상대적인 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필터의 최종 출력은, 특정 가입자 채널의 

활성 유무를 설정하기 위하여, 공지된 문턱값과 비교된다.

동시에, 동상 성분의 진폭의 장기 평균을 이용함으로써, 필터 출력이, M 진 위상 루프 (190A) 의 위상에 대하여 파일

럿 신호 위상의 상대값을 설정할 수 있도 록 한다. 이 필터의 출력은, 그 결과에서, 임의의 180° 엠비규어티를 분석

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그렇치 않으면, M 진 위상 루프를 처리하는 동안에 얻어진다. 180° 위상 점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 필터에 대한 시정수는 대략 칩 프레임 정도이다. 고속 페이딩 환경에서, 이 필터의 시정수는

, 깊은 페이드 후, M 진 위상 루프가 수신된 신호로 로크(lock on)되자마자, 위상 엠비규어티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략

몇 개의 왈시 심볼이 될 수 있다. 만약, 파일럿 신호가 통신 시스템 또는 특정 가입자부에 의해 모니터되어지는 신호

에서 사용하는데 이용가능하면, 파일럿 신호 정보로부터 이용 가능한 위상의 임의의 계산은 가능한 직접위상 조절정

보에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산기 (224) 의 곱셈 연산에 따르는 경우, 달리 발생할 수 있는, 이정보에 대한 어떠

한 손실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도 9a 및 9b에 도시되며, 여기서 스위치 S1 은 소정

채널용 필터 입력에 직접 부가되어진 M 진 위상 루프용 Q채널의 출력을 다시 방향지우기 위해 사용된다. 다른 방법

에서는, 스위치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파일럿 채널이 규칙적인 데이터 채널로서 처리된다), 만약, M 진 위상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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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80° 시프트된 위상으로 로크되는 것으로 위상 엠비규어티 회로가 결정하면, I채널은 그 극성을 플립한다. 통신

신호 또는 캐리어 신호를 수신하는 것에 대한 수신기 (126A') 의 적절한 타이밍을 설정 및 유지하기 위하여, 도 8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추적 루프 (TTL) 가 제공된다. 도 8 에서, 시간-추적 루프 (192) 는 핑거의 내부 핑거 타이밍

에 대한 수신된 신호의 타이밍의 측정된 편이에 응답하여 내부 핑거 타이밍을 보정한다. 이들 보정은 코드 도플러, 위

성에 대한 가입자부의 변화하는 위치, 또는 어떤 다중경로 상태에 기인하여 유입하는 신호에 임프레스된 시간 시프트

를 설명한다.

수신기(126') 및 유입하는 신호의 타이밍이 동일하거나, 또는 정렬되는 정도는, 명목상의(nominal) 칩 시간으로부터

의 오프셋에서 유입하는 데이터 스트림의 펄스응답을 샘플링함으로써 측정된다. 이 오프셋은 칩 주기의 절반을 더하

거나 빼고, 따라서 각각 늦거나 이른 것으로 각각 지칭된다. 만약, 타이밍에 있어서, 오프셋 데이터가 명목 역확산 유

입 신호 피크와 대칭적으로 서로 다르면, '늦은'과 '이른' 샘플링값 사이의 차이는 제로이다. 즉, 오프셋이 수신된 신호 

R(t) 의 '온-타임' 타이밍에 대해 중심에 모이게 되는 경우, '늦은' 과 '이른' 신호들 사이의 차이를 형성함으로써 생성

된 값은 제로가 된다.

만약, 수신기 (126') 에 의해 사용된 심볼 블럭이 수신된 신호 타이밍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지 않고, 유입하는 신호 

데이터에 비해 고속이면, '늦은'에서 '이른' 을 뺀 차이는 양의 값을 갖는 보정신호를 발생한다. 한편, 심볼블럭이 너무 

느리게 진행하면, 그 차이는 음의 값을 갖는 보정신호를 발생한다. 반대 또는 다른 관계가 원하는대로, 채용될 수 있음

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신기 (126') 에서 이 연산을 구현하는 장치는 도 9b 의 하부에 나타내며, 여기서 수신된 디지탈 통신신호는 시간-추

적 루프 (192A) 에서, 데시메이터 (210)의 출력으로부터 위상 로테이터 (244) 의 입력으로 전송된다. 도 9b 에서, 로

테이터 (244) 로부터의 상부 출력은 상부 시간 추적 루프 (TTL) 암, 또는 동상 암 또는 I 채널로 지칭된다. 위상 로테

이터 (244) 로부터의 다른 출력은 하부 시간 추적 루 프 암, 직교암, 또는 Q 채널로 지칭된다. 로테이터 (244) 에서 I 

채널로의 신호출력은 PN I 짧은 코드에 대한 입력신호를 역확산하는데 대응하는 위상 로테이터 출력을 나타내는 한

편, Q 채널로의 출력은 PN Q 짧은 코드에 대한 입력신호를 역 확산하는데 대응하는 로테이터 출력을 의미한다. 물론,

상부와 하부 표현은 단지 편리성과 설명을 위한 목적이고, 어떤 필요한 물리적 회로구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I와 Q 신호는 직렬 병렬 컨버터 (246A 및 246B)에 각각 입력되며, 여기서 심볼이 더이상의 처리를 위하여 블록들로 

축적된다. 즉, 다음 스테이지 동안, 직렬로부터 병렬 입력포맷으로 변환된다. 그후, 그 심볼들은 코드 심볼 변환소자 

또는 고속 하다마드 변환회로 (248 및 250) 로 각각 전송되며, 여기서 최초로 복조되어 M 진 위상 루프 (190A) 와 유

사한 방법으로 데이터 비트의 스트림 또는 스트링을 발생한다.

FHTs (248 및 250) 으로부터의 출력으로서 제공된 정보 비트는 병렬-직렬 컨버터 (252A 및 252B) 에 각각 입력되

며, 여기서 직렬 데이터 스트림으로 재포맷된다. 즉, 데이터 스트림 포맷의 병렬 직렬 변환이 일어난다. 컨버터 출력은

한쌍의 제곱하는 승산기 소자 (254A 및 254B) 에 각각 제공되며, 여기서 동상 데이터 (Ii) 및 직교 데이터 (Qi) 가 제

곱된다. 이는 I 및 Q 데이터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고려 대상으로 부터 부호를 제거한다.

그후, 승산기 (254) 에서 생성된 제곱은 합산회로 또는 감산기 (256) 로 전송되며, 여기서, 이들 곱 사이의 차이가 페

어와이즈 방식으로 생성된다. 수신기의 타이밍과 수신된 신호가 서로 정렬됨에 따라, 이 차이는 제로가 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대안적으로는, 그 곱은 페어와이즈 방식으로 함께 더해질 수 있으며, 그 합은 오프셋 또는 문턱값에 대해 비

교될 수 있다. 이때, 적정 타이밍이 얻어지는 경우 가수가 최대가 된다.

합산회로 (256) 에서 결과적인 가수는 순서대로 합산회로 (258) 에 출력으로서 전송되며, 여기서 각 Ii/Qi 쌍에 대한 

곱들이 축적되어, 추적되어지는 주파수에 대하여 공지된 모든 활성 왈시 코드 시퀀스에 걸쳐 더해진다. 이 결과적인 

합신호는 합산회로(258)에 의해 출력되고 2차 필터(260)를 통과하여 승산처리로부터 바라지 않는 주파수성분 및 잡

음을 제거한 후, 협대역 입력신호로서 데시메이터(210)로 전달된다. 이는 입력신호를 샘플링하기 위한 적정 데시메이

션 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데시메이터 (210) 에 의해 사용된 타이밍 신호를 제공한다.

필터 (260) 로부터 데시메이터 (210) 로의 TTL 신호 출력은 데이터 샘플을 선택하는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카운터 또는 샘플 클럭의 타이밍 (미도시됨)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수신된 신호에서 칩 레이트와의 적절

한 동기화가 일어나도록 타이밍을 조절한다. 즉, 데시메이션 점은 추적되어지는 입력 파형 또는 반송주파수에 대하여

적절히 설정된다. 만약, 수신기 (126') 의 타이밍이 통신신호 R(t)와 정확히 정렬되면, 동작이 조절되지 않게 된다. 그

러나, 타이밍이 수신된 신호와 다름에 따라, 필터 (260)의 출력값은 증가하거나 감소되며 이 정보 또는 값은 결합된 I 

및 Q PN 카운터를 지연하거나 빠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 보정신호는 수신기 타이밍이 수신된 신호 타이밍에 

상관되는 보정설정에 도달될 때 까지 데시메이터 (210)에서 PN I 및 Q 카운터를 조절한다.

시간 추적 루프 (192A) 의 입력측으로 되돌아가, 위상 로테이터 (244) 는, 디지탈 주파수 신시사이저 (262) 로서 제

공된, 주파수 소오스의 출력을 위상 설정 기준으로서 수신한다. 주파수 신시사이저 (262) 는 PN I 와 PN Q 코드 시

퀀스를 수신하고 적절한 위상 회전 출력을 제공한다. 유입하는 신호에 대하여 수신기의 상대적인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늦은/이른 샘플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PN I 및 PN Q 시퀀스는 지연 또는 지연없이 전송된다. 즉, 어떠한 

부가적인 지연없이 직접 전송되는 경우, PN I 및 PN Q 시퀀스는 지연소자 (212) 의 출력에 대하여 '이르게' 된다. 하

나의 완전한 칩간격의 지연으로 전송되는 경우, PN I 및 PN Q 시퀀스는 지연소자 (212) 의 출력에 비해 '늦게' 된다.

지연소자 (264) 는 한쌍의 PN I 및 PN Q 입력에 직렬로 접속되고 하나의 완전한 칩 간격 지연 (Z-2) 을 생성하기 위

하여 사용된다. 지연소자 (264) 의 출력과 PN I 및 PN Q 시퀀스에 대한 비지연된 입력라인은, 주파수 소오스 또는 

신시사이저(262)가 어느 세트 값들을 주어진 시간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퀀스 선택기 (266)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일단, 들어오는 통신 신호상으로 위상 추적이 적당하게 로크되어지면, 데이터의 실질 디코딩 또는 복조가 발생되어 

가입자부에 통신 링크를 따라 통신 신호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것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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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I 채널 데이터를 컴바이너 (202), 디인터리버 및 디코더 (204) 로 전달하여 실행되어, I 및 Q 채널이 통신 링크상으

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한 개 이상의 빔 (또는 채널 통신 경로) 로부터 출력된 코히어런트 결합 신호에 대해, 동상 채널에 대한 출력이 결합하

기 전에 스케일된다. 비코히어런트 결합에 대해, i 번째 사용자에 대한 AGC 및 필터소자 (194A) 에서의 에너지 검출

기의 출력이 결합되기 전에 스케일된다. 몇가지 상황에서, 가입자부는 두 개 이상의 빔을 사용하여 전송을 수신한다. 

한 개의 빔은 파일럿 신호가 쉽게 검출될 수 있는 것 같은, 코히어런트 변조를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한편, 다른 빔

은 식별가능한 파일럿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비코히어런트 변조로 송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콤바이너 (202)는 두 

개의 핑거의 출력을 결합하여 순방향 에러 레이트 (FER) 가 최소가 된다.

그리고 나서, 소정 디코딩 레이트에서 콘벌루션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와 같이 정보가 디인터리브되며 디코

드되어 인터리브된 에러 검출 비트를 제거하고 난 후 통신 시스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증폭기, 증폭기 및 스

피커 시스템 또는 시각적인 표시장치와 같은 적당한 보코더 및 다른 아날로그 회로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한 가지 특징은, 도 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 신호가 FHT 소자 (218, 220) 에서 처리될 경우, 출력 수는

다수 또는 모든 활성 가입자부 및 다른 변조된 신호에 해당하는 M (여기서 M<128, M 127) 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공통 캐리어에서의 모든 사용자 신호에 대한 신호 및 데이터가 부가적인 수신기 및 소자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수신기

(126') 에 의해 검출되며 복조될 수 있다. 이것은 주어진 주파수상의 상이한 통신 채널에서 데이터 추적 및 조작시 많

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도 8 에 도시된 각각의 수신기 핑거는 이미 사용되었거나 추적된 증가된 신호 레벨보다 증가된 신호레벨을 제공할 수

있는 빔에 대한 탐색을 허용하는 탐색기 수신기 엔진 또는 회로 (196) 를 사용하여 도시된다. 매우 약하거나, 비존재 

파일럿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검색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전체적인 캐리어를 얻고 그것을 인접 신호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탐색기 수신기 (196) 는 탐색기 (128) 의 경우와 같은 개개의 회로를 구비할 수 있지만, 오픈 스위치 S1 를 갖는

M 진 코스타스 루프를 채용하여 에너지를 축적하며 최상의 신호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탐색기는 한 오프셋은 온-시간 하이포테시스(on-time hypothesis)로서 언급되고 다른 것은 늦은 하이포테시스로서 

언급되는 PN 타이밍 오프셋의 일 세트를 통해 단계화하며, 각 시간 및 주파수 하이포테시스에서의 각각의 직교코드 

또는 왈시 커버에 대하여 전달된 에너지를 추정한다. 에너지 추정은 처리 및 평가를 위해, DMA 채널과 같은 전용 입

력을 사용하여, 한정적이지 않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처리소자로의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제어 처리기 (130) 

의 일부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수 있다. 저장된 에너지 레벨 정보는 오프셋이 최대 신호 세기를 제공하는지를 결정

하며 핑거에 대한 신호 복조시 사용하는 최적 타이밍 오프 셋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핑거는 

모든 시간에서, 신호의 상대적인 선택을 최적화한다.

탐색기 검색기 (196) 는 탐색 설정이 소모될 때까지 거의 자동적으로 캐리어 신호 탐색을 실행한다. 수신기 (126A'-

N') 에서 사용될 경우, 탐색 동작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오프셋 값을 제공하는 입력으로서의 부가적인 바이어스 항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탐색 처리는 일반적으로 개방 루프 처리로서 실행된다.

탐색기 수신기 (196) 는 한정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탐색윈도우 크기, 주파수, 적분시간, 임계치 등에 대한 값과 같

은 한 개 이상의 소정의 초기화 변수와의 연산을 개시한다. 이들 값은 ROM 회로와 같은 메모리 소자, 또는 탐색기 엔

진 동작을 관리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유사한 전용 제어장치에 대한 제어 레니스터에 저장되고, 리셋 또는 통신

모드등이 들어갈 경우, 가입자부에 대한 초기화 처리의 일부로서 로드될 수 있다.

기술된 것은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의 신호 캐리어의 주파수, 위상을 추적하는 신규한 방법 및 장치이다. 위

상 기준 결정 기술은 캐리어 주파수가 매우 약하며, 또한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파일럿 신호 (비코히어런트 변조가 사

용될경우) 의 존재시에 정확하게 추적되도록 하며,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수신 신호 에너지의 모든 또는 실질부

를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신호 에너지의 사용을 제공하여 캐리어 상에서의 단일의 통신 채널을 제한하는 대신에 캐

리어위상을 결정한다. 본 기술이 위성 중계기 기초의 통신 시스템에 대한 장점으로서 기술되지만, 또한 비코히어런트

또는 비파일럿 신호형 통신이 발생하는 다른 시스템에서도 또한 유용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기한 기재가 제공되어 당업자가 본 발명을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형물은 당업자에게는 명백하며, 여기에서 한정된 특유의 원리는 본 발명의 작용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은 여기에 도시된 실시예로 한정하기 위한 의도는 없으며, 본 출원에 기재된

원리및 신규한 특징과 일치하는 가장 넓은 범위와 조화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역폭 확산되고, 직교코드를 이용하여 채널로 인코딩되는 신호를 통하여 정보가 통신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

템에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복수개의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단

계;

조절가능한 위상각에서 하나 이상의 미리 선택된 역확산코드를 적용하여, 상기 디지털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역

확산하는 단계;

상기 역확산된 통신 신호 중 다중 역확산 통신 신호를 디코딩하고,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의 활성인 다중 직교 코드

를 통해 상기 직교 인코딩을 제거하여,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복수개의 상기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합산하여, 단일 위상 검출신호를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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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위상 검출 신호를 하나 이상의 타이밍 루프에 입력하여 주파수를 추적하고, 캐리어 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타

이밍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타이밍 루프로부터의 상기 타이밍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역확산 단계에서의 상기 위상각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통신 신호는 게이트웨이형 기지국 및 하나 이상의 위성 기반 중계기를 통해 전달되고,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원격 가입자 유닛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은 의사랜덤 잡음 (PN) 인코딩된 확산 스펙트럼형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4.
대역폭 확산되고 직교코드를 이용하여 채널로 인코딩되는 신호를 통하여 정보가 통신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

템에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동시에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복수의 직교 채널화된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

역확산 코드를 적용하기 위한 미리 선택된 조절가능한 위상각을 사용하여 수신된 상기 직교 채널화된 통신 신호를 역

확산하고, 상기 신호를 제 1 및 제 2 코드 심볼 스트림을 생성하는 제 1 및 제 2 성분으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제 1 및 제 2 코드 심볼 스트림을 제 1 및 제 2 직교 함수 변환기로 각각 전달하고, 제 1 및 제 2 신호 비트 세트

를 생성시키는 단계;

각각의 쌍이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비트 세트로부터의 하나의 비트를 포함하는 상기 신호 비트의 해당 쌍 사이에서 

곱을 형성하고,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 코드를 통하여 상기 곱을 합산함으로써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 비트 세트로부터 위상 보정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위상 보정 신호의 값에 응답하여 상기 미리 선택된 위상각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

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의도된 수신자로의 전송 전에, 상기 통신 신호의 동상 (I) 및 직교성분을 변조하는데, 미리 선택된 동상 및 직교위상 (

Q) PN 시퀀스를 사용하며,

역확산 코드를 적용하기 위한 미리 선택된 조절가능한 위상각을 사용하여 수신된 상기 직교 채널화된 통신 신호를 역

확산하고, 상기 신호를 제 1 및 제 2 코드 심볼 스트림을 생성하는 제 1 및 제 2 성분으로 분할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I 및 Q PN 시퀀스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신호를 위상 회전하여, 상기 조절가능한 위상각을 조절하는 단계; 및

상기 회전된 신호를 제 1 및 제 2 신호 채널로 향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제 1 및 제 2 코드 심볼 스트림을 전달하고, 제 1 및 제 2 신호 비트 세트를 생성시키는 상기 단계는,

코드 심볼이 데이터 비트로 변환되도록, 상기 심볼들을 제 1 및 제 2 고속 하다마드 트랜스포머로 인가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통신 신호는 게이트웨이형 기지국 및 하나 이상의 위성 기반 중 계기를 통해 전송되고,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원격 가입자 유닛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형태의 신호를 미리 선택된 조절가능한 제 2 위상각에서 위상 회전을 사용하여 I 및 Q 성분으로 역확산 

및 분리하여, 제 2 의 I 및 Q 성분 심볼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 2 의 I 및 Q 성분 심볼을 제 3 및 제 4 직교 함수 변환기로 각각 전달하고, I 및 Q 신호 비트 세트를 발생시키

는 단계,

상기 I 및 Q 신호 비트 세트를 별도의 미리 한정된 그룹화시 누산하고 각 그룹의 제곱을 발생시키는 단계,

해당 I 및 Q 그룹화 곱 사이에서의 차를 발생시키는 단계,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 코드를 통하여 결과적인 차이를 합산하는 단계, 및

상기 합산결과를 필터링하여 타이밍 제어신호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및 위상 추

적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역확산 이전에 디지털 신호를 데시메이트하는 단계 및,



등록특허  10-0387411

- 19 -

상기 타이밍 제어신호에 대한 값의 변화에 반응하여 상기 데시메이션에 대한 타이밍 지점을 조절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10.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코드는 왈시함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11.
제 4 항에 있어서,

추적되는 상기 공통 캐리어를 사용하는 다중 활성 사용자에 대해 의도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상기 I 신호 비트를 디코

딩 회로에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파수 및 위상 추적방법.

청구항 12.
직교 코드를 이용하여 대역폭 확산되고 채널로 인코드되는 신호를 통하여 정보가 통신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

템에서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을 추 적하는 장치에 있어서,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복수개의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

상기 수신 및 변환수단의 출력에 접속되며, 조절가능한 위상각에서 한 개 이상의 미리 선택된 역확산코드를 적용하여

상기 디지털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역확산하는 역확산 수단,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 코드를 통해, 상기 직교 인코딩을 제거하기 위해 병렬로 상기 다중의 역확

산 통신 신호중 하나를 수신하도록 접속되어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생성하는 디코딩 수단,

단일 위상 검출신호를 형성하는 상기 복수개의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수신하도록 접속된 합산 수단,

상기 위상 검출신호를 수신하도록 접속되어 주파수를 추적하고 캐리어 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타이밍 신호를 출력

하는 하나 이상의 타이밍 루프, 및

상기 타이밍 루프로부터의 상기 타이밍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역확산 수단의 상기 위상각을 조절하는 조절 수단을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 추적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통신 신호는 게이트웨이형 기지국 및 하나 이상의 위성 기초의 중계기를 통해 전달되고, 상기 통신 시스

템 내에서 무선 가입자부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리어 신호의 주파수 및 위상추적장치.

청구항 14.
직교코드를 이용하여 대역폭 확산되고 채널로 인코드되며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전송되는 신호를 통하여 정

보가 통신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캐리어 신호의 위상을 추적하는 장치에 있어서,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복수개의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수신

및 변환 수단,

상기 디지털 형 신호를 수신하도록 접속된, 역확산 코드를 적용하여 코드 심볼을 생성하는 조절가능한 위상각을 사용

하여 역확산하며, 상기 신호를 제 1 및 제 2 성분으로 분리하는 역확산 및 분리 수단,

상기 역확산 및 분리 수단에 대한 출력에 접속된, 코드 심볼의 상기 제 1 및 제 2 성분에 대하여 직교 함수 변환을 실

행하여 각각 제 1 및 제 2 신호비트 세트를 생성하는 직교 함수 변환 실행 수단,

상기 변환수단과 직렬로 접속된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비트 세트로부터 위상 보정신호를 생성하며, 상기 생성은 부분

적으로 상기 신호비트의 해당 쌍 사이에서의 곱을 형성하여 발생하고,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 코

드를 통하여 상기 곱을 합산하는 생성 및 합산 수단, 및

상기 위상 보정 신호의 값에 반응하여 상기 미리 설정된 위상각을 조절하는 조절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캐리어 신호의 위상 추적장치.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함수 변환 실행 수단은, 데이터 심볼을 수신하고 출력으로서 해당 데이터 비트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 상기 

제 1 및 제 2 신호성분을 수신하도록 접속된, N 차의 제 1 및 제 2 고속 하다마드 트랜스포머 (N 은 파일럿 신호, 페이

징 및 동기화 신호 채널수를 포함하는 소정의 시스템 채널의 수와 동일) 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코딩은 왈시함수를 사용하고 상기 위상 보정 신호 수단은 상기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호에 해당하는 모든 활성 왈시함수를 통해 합산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미리 선택된 조절가능한 제 2 위상각에서 위상 회전을 사용하여 상기 디지털 형태신호를 I 및 Q 성분으로 역확산 및 

분리하여, I 및 Q 성분 심볼의 스트림을 생성하는 제 2 역확산 및 분리수단,

상기 I 및 Q 성분 심볼의 스트립을 제 3 및 제 4 직교함수 트랜스포머로 각각 전달하며, I 및 Q 신호 비트 세트를 생성

하는 전달 및 생성 수단,

별도의 미리 정의된 그룹으로 상기 I 및 Q 신호비트를 누산하고 각 그룹의 제곱을 생성하는 제 2 누산 수단,

해당 I 및 Q 그룹화된 비트 곱 사이의 차를 생성하는 생성 수단,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 코드를 통해 결과적인 차를 합산하는 합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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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산결과를 필터링하여 타이밍 제어신호를 형성하는 필터링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역확산 수단으로의 입력 이전에 디지털 신호를 데시메이트하는 데시메이션 수단, 및

상기 타이밍 제어신호에 대한 값에서의 변화에 반응하여 상기 데시메이션에 대한 오프셋 타이밍을 조절하는 조절 수

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시스템은 원격 사용자가 복수의 셀내에 위치하고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확산 스펙트럼형 통신 신호

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로 정보신호를 통신하는 무선 전화/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제 14 항에 있어서,

위상 보정신호를 생성하는 상기 수단에 대한 상기 제 1 및 제 2 성분에 대해 하나의 채널로부터 입력을 해제시켜 한 

개의 채널 데이터의 누산을 허용하는 허용 수단, 및

상기 단일 신호 채널 데이터로부터의 신호 캐리어에 대한 상대적인 신호 강도를 검출하는 검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직교코드를 사용하여 대역폭 확산되고 채널로 인코드되며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수신자로 전송되는 신호를 통하여 정

보가 통신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시스템에서 캐리어 신호의 위상 추적장치에 있어서,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복수의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수신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

환하는 하나 이상의 아날로그 수신기,

상기 디지털 형 신호를 수신하고, 미리 선택된 조절가능한 위상각에서 역확산코드를 적용하여 성분심볼의 I 및 Q 스

트림을 생성하도록 접속된 디지털 신호 역확산 및 분리기,

상기 역확산기 및 분리기에 대한 상기 I 및 Q 출력과 각각 직렬로 접속되고, 상기 I 및 Q 성분 심볼의 스트림상에서 동

작하여 I 및 Q 신호비트의 세트를 각각 생성하는 직교함수 트랜스포머,

상기 트랜스포머에 직렬로 접속되어 상기 I 및 Q 신호비트를 수신하며, 상기 I 및 Q 신호비트의 해당 쌍 사이에서 곱

을 형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코드를 통하여 상기 곱을 합하여 위상보정 신호를

생성하 는 위상 보정신호 제너레이터, 및

상기 디지털 신호 역확산기와 분리기 및 상기 위상보정 신호 제너레이터에 접속되며, 상기 위상 에러 보정신호의 값

에 응답하여 상기 미리 선택된 위상각을 변경하는 위상각 조절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리어 신호의 위상

추적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상 보정신호 제너레이터는,

상기 트랜스포머 각각에 직렬로 접속되어 상기 I 또는 Q 신호비트를 수신하는 하나 이상의 어큐뮬레이션 소자,

상기 어큐뮬레이션 소자의 출력에 접속되어 상기 I 및 Q 신호 비트의 해당쌍 사이에서 곱을 형성하는 승산기, 및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활성인 다중 직교 코드를 통하여 상기 곱을 합산하는 가산기 어큐뮬레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역확산 및 분리기는 다중 위상 조절 입력을 갖는 4 위상 로테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함수 트랜스포머는 고속 하다마드 변환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전송될 복수의 데이터 신호가 소정의 확산코드에 따라 확산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으로서,

각각 복수의 직교함수의 각 함수에 따라 복수의 함수신호를 발생시키는 복수개의 신호발생 수단과,

각각의 신호발생 수단에 각각 접속되어 복수개의 데이터 신호의 각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며 각 함수신호에 반응하여 

각 확산 스펙트럼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는 복수개의 확산수단과,

복수개의 확산수단에 접속되어 복수개의 확산 스펙트럼 데이터 신호를 결합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제공하

는 결합수단과,

결합수단에 접속되어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증폭 및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하나 이상의 통신 신호 전송

기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개의 게이트웨이형 기지국, 및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로부터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선택하며 수신하고 상기 신호

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변환 수단과,

역확산 코드를 인가하여 코드심볼을 생성하기 위하여 조절가능한 위상각을 사용하여 상기 디지털 형태 신호를 역확

산하며, 상기선택 및 수신수단에 접속되는 역확산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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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확산 통신 신호 중 다중의 하나를 병렬로 디코딩하여, 상기 통신 시스템 내에서 다중 직교 코드 활성으로 상기 

직교 인코딩을 제거하여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생성하는 다중 데이터 심볼 생성 수단과,

상기 복수개의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합산하여 한 개의 위상 검출신호를 형성하는 위상 검출 신호 형성 수단과,

상기 위상 검출신호를 한 개 이상의 타이밍 루프에 입력하여 주파수를 추적하며 캐리어 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타이

밍신호를 출력하는 타이밍 신호 출력 수단과,

상기 타이밍 루프로부터의 상기 타이밍 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역확산에서 사용된 상기 위상각을 조절하는 수단을 구

비하는 사용자 수신기를 각각 포함하는 복수개의 사용자단말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

스템.

청구항 26.
각각 복수개의 직교 함수의 각 함수에 따라 각 게이트웨이에서 복수개의 함수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신호중 한 개와 각 함수신호를 결합하여 복수개의 확산 스펙트럼 데이터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

계,

복수개의 확산 스펙트럼 데이터 신호를 서로 합산하여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를 생성하며,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

호를 증폭 및 전송하는 단계,

한 개 이상의 사용자 단말에서 공통 캐리어 주파수를 갖는 한 개 이상의 게이트웨이로부터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신호

를 선택 및 수신하며, 상기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단계,

역확산 코드를 적용하여 다중 코드 심볼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조절가능한 위상각을 사용하여 상기 디지털형 신호

를 역확산하는 단계,

상기 복수개의 다중 코드 심볼 신호에서 직교 함수 변환을 병렬로 실행하여 상기 복수개의 사용자 단말 내에서 활성

인 다중 직교 코드를 통하여 직교 인코딩을 제거하며,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생성하는 단계,

복수의 상기 다중 데이터 심볼 신호를 합산하여 상기 데이터 심볼 신호로부터 위상 보정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한 개 이상의 타이밍 루프로 상기 위상 보정 신호를 입력하여 주파수를 추적하고 캐리어 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타

이밍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타이밍 루프로부터의 상기 타이밍 신호에 반응하여 상기 역확산시 상기 위상각을 조절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개의 게이트웨이형 기지국과 복수개의 사용자 단말 사이에서의 확산 스펙트럼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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