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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빨리 초기 포착을 설정할 수 있고, CDMA 통신을 위한 수신기에서 상호 상관 성분을 추출함으로써 아주 정
확한 트렉킹을 얻을 수 있는 상관 검출기가 제공되며, 그 상관 검출기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이 제공된다. 
초기 포착 동안에, 수신 신호(21)는 정합 필터(43)에 공급된다. 포착 결정 회로(45)가 정합 필터(43)가 
취득을 검출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면, 스위칭 회로(42)는 수신 신호(21)를 곱셈기(47, 48)에 공급하도록 
제어하고, VCCG(29) 및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를 재설정한다. 취득 설정 후에, 수신 확산 코드는 의
사-코히어런트 검출되고, 검출된 확산 신호는 위상 전진 사본 및 위상 후진 사본과 곱해진다. 상관 검출 
신호는 곱으로부터 생성되며, 상관 검출된 신호의 제곱 성분이 발생되고, 반전 위상과 더해지고, 시간축
을 따라 평균된다. 평균된 신호는 수신 데이터의 결정 신호에 의해 위상 에러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역
으로 변조되고, 결정 신호는 수신 확산 신호와 수신 확산 신호와 동기된 사본을 곱하고, 다수의 칩 동안
에 수신 위상 에러를 보상하기 위해 곱을 적분함으로써 얻어진다.

사본 발생기는 위상 에러 신호에 의해 제어되는 위상을 갖는 클럭 신호에 의해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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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이동 통신에서 확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다중 접속을 실행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스템에서 무선 수신기의 상관 검출기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CDMA 통신에서 수신 신호를 역확산하기 위해서 확산코드를 수신 신호의 확산 코드에 동
기시키는 CDMA 동기 회로에 관련된 것이다.

배경기술

CDMA 통신은 정보율보다 고속의 확산 코드를 이용하여 확산 정보에 의해 광대역 신호로 다중 접속 전파를 
수행하며, 크게 고속의 확산 코드에 의해 변조 신호를 확산하는 직접 환산 (DS) 시스템과, 주파수 호평
(FH) 시스템으로 나뉜다. FH 시스템은 각 심볼을 칩(chip)이라고 불리는 작은 요소로 분해하고, 고속으로 
칩을 다른 중심 주파수를 갖는 신호로 변환시킨다. FH 시스템의 구현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DS 시스
템이 사용된다. DS 시스템은 구현이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DS 시스템이 사용된다. DS 시스템은 수신단
에서 광대역 수신 신호를 역확산함으로써 원래의 협대역 신호를 복원한 뒤에, 복조한다. 역확산에서, 상
관 검출은 수신 신호에 포함된 확산 코드와 수신단에서 발생된 확산 코드 사이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DS  시스템에서  확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는  보통  수신  신호의  PN  시퀀스(수신  PN 
시퀀스)의 사본(replica, 기준 PN 시퀀스)을 제공받으며, 기준 PN 시퀀스와 수신 PN 시퀀스 사이의 동기
를 설정한다. 제1도는 정합 필터(matched filter)를 이용한 종래의 동기 회로를 보여준다. 

입력 터미널(10)에 인가되는 수신 신호는 탭(tap)을 가진 메모리 회로(11)에 공급된다. 탭 메모리 회로의 
탭의 수는 확산 코드 간격(즉, 처리 이득 PG)의 칩의 수와 같다. 메모리 회로(11)의 탭의 출력은 곱셈기
(12)에 의해 탭 계수 회로(13)에 저장된 기준 확산 코드와 곱해진다. 결과 곱은 적분기(14)에 의해 더해
지고, 그 출력 터미널로부터의 합을 상관값(15)으로 출력한다.

상관값의 피크치가 확산 코드의 간격과 같은 간격으로 나타나므로, 정합 필터를 사용하면 동기 설정을 빨
리 할 수 있다. 그러나, 탭 메모리 회로(11)의 용량 및 곱셈기(12)의 수는 처리 이득에 따라 증가하므로, 
수신기의 전력 소비는 확산 코드 간격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므로, 종래의 동기회로는 휴대용 장치 및 이
동 장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2도의 슬라이딩 상관 검출기를 이용하면 회로의 전력 감소 및 소형화가 가능하다. 제2도에서, 둘 사이
의 상관을 얻기 위해 입력 터미널(10)에 입력된 수신 신호(21)는 곱셈기(22)에 의해 확산 코드 사본 발생
기(30)에 의해 발생되는 확산 코드와 곱해진다. 결과곱은 대역 통과 필터(BPF)(23)에 통과된 뒤에 진폭 
제곱 검출기(24)에 의해 피크 전력 검출된다. 검출된 전력은 적분-덤프 회로(25)에 의해 일정한 시간(보
통, ±1칩 간격)동안에 적분된다. 적분 결과가 드레쉬홀드(threshold) 값을 초과하면 초기 포착(initial 
acquisition)이 완성되었음을 결정하는 드레쉬홀드 결정 회로에 의해 드레쉬홀드 값과 비교되고, 다음 단
계(트렉킹 모드)로 진행된다. 만약 적분 결과가 드레쉬홀드 값보다 작으면, 결정 회로(26)는 제어 전압
(28)을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에 의해 발생된 확산 코드의 위상이 1/N 칩 간격만큼 편이되도록 사본
의 위상을 이동시키는 전압 제어 클럭 발생기(VCCG)(29)에 공급한다 (N은 1이상인 자연수이다). 초기 포
착은 동기점이 발견될 때까지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완성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사본이 1/N 칩 간격만큼 편이될 때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확산 사본이 적분되어야하
며, 적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확산 코드의 간격에서 동기점이 검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포착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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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게 하므로, 빠른 포착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는 적당하지 않다.

게다가, 종래의 상관 검출기는 동기를 유지(트렉킹)하는데 다소 큰 에러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
다. 

제3도는 종래의 DLL(Delay Lockde Loop) 상관 검출기(44)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제3도에서, 
같은 기능 블럭들은 제2도와 같은 도면 번호로 나타낸다. 도면 번호 10은 확산 신호 입력 터미널, 102는 
결정된 데이터 출력 터미널, 111은 곱셈기, 510은 지연 회로를 나타낸다. 상관 검출기(44)는 입력 변조 
신호와 사본의 칩 위상보다 각각 1/N 만큼 빠르거나 늦도록 만들어진 코드 시퀀스 사이의 상관을 계산한
다. 상관된 신호는 불필요한 높은 주파수를 제거하는 대역 통과 필터(BPFs)(53, 54)에 통과되고, 진폭 제
곱 검출기(55, 56)에 의해 검출된다. 제곱된 진폭 성분은 덧셈기(57)에 의해 반대 위상으로 더해져서, 에
러 신호 전압은 위상차의 양을 가리키게 된다. 에러 신호 전압은 루프 필터(58)에 통과되고, 사본 코드 
시퀀스의 위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VCCG(29)로 귀환된다. 위상 전진(또는 후진) 시간 δ은 0부터 Tc까지의 
범위이며, 여기시 Tc는 칩 간격이다.

CDMA 시스템을 셀룰러 통신에 적용하려면 모든 이동국으로부터 보내진 기지국의 수신 레벨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고도로 정확한 송신 전력 제어를 필요로 한다. CDMA 시스템은 FDMA 시스템이나 TDMA 시스템과 비
교하여 주파수 대역당 가입자 수에 의해 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주파수 직교를 사용한 종래 시스
템이 연속된 셀에서는 같은 반송파 주파수를 처리할 수 없고, 심지어 공간 다이버시티 시스템조차도 네 
개의 셀 안에서는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CDMA 시스템은 다른 통화자의 신호가 백색 잡음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반송파 주파수를 연속
된 셀에서 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CDMA 시스템은 FDMA 시스템이나 TDMA 시스템과 비교하여 가입자 
수에 의해 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처리 이득이 pg이면, 서로 완전히 직교하는 확산코드 시퀀스의 수는 
pg이다. 그러나, 코드 시퀀스의 수는 정보 데이타가 단지 1심볼 간격 길이의 코드 시퀀스만을 사용하여 
확산될 때는 불충분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확산 코드의 수는 아주 긴 간격의 긴 코드 시퀀스를 1
심볼 간격의 짧은 코드 시퀀스에 겹쳐놓음으로써 거의 무한대로 증가한다. 

한정된 상관 특성을 갖는 M 시퀀스와는 달리, 골드 시퀀스의 자기 상관 및 골드 시퀀스에 아주 긴 코드 
시퀀스가 중첩됨으로써 얻어지는 시퀀스의 자기 상관은 1심볼 간격안의 일반적인 상관 피크값에다가 고려
해야만 하는 필요 없는 피크값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신 신호 레벨이 낮을 때, 락(lock)은 1칩 간
격 락을 이용한 종래의 지연-락 루프에서 손실된다. 제3도의 지연-락 루프의 동작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
한다. 우선, 입력 신호는 다음 방정식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S는 평균 신호 전력, c(t-τt)는 전파 지연을 포함한 수신 확산 코드, m(t-τt)는 전파 지연을 포

함한 데이터 변조를 나타내고, ω0는 반송파의 각 주파수이고, θ(t)=θ0+Ω0t 는 상수항과 도플러 주파수

에 비례하는 항의 합으로 표현되는 알려지지 않은 위상이다. n(t)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N0/2이다. δω

0는 변조 신호의 중심 주파수와 국부 발진 주파수 사이의 각 변조 에러이다. 게다가, 입력 열잡음 ni(t)의 

대역 통과된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Nc(t) 및 Ns(t)는 근사되고, 확률적으로 독립이며, 정상상태(steady)라고 가정된다. 위상이 앞선 

확산 사본 시퀀스 및 위상이 늦은 확산 사본 시퀀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수신측에서 DLL에 의해 평가되는 전파 지연이다. 위상 검출기의 상호 상관 출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Km은 양쪽 가지(branch)에서 같다고 가정되는 위상 검출기의 이득이고, 는 집합의 평균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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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a도 및 제4b도는 수신 칩 위상 에러에 의한 자기 상관 출력을 설명한다. 여기서, 

는 정규화된 전파 지연 에러이다. H(S)는 대역 통과 필터의 변환 함수 H(S)의 저역 통과 식이고, 

는 PN 시퀀스이 처리이다.

진폭  제곱  검출기의  출력은 의  시간  주기에  PN의  자기  상관  함수편이에  의해  얻어지는  함수인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H/(p)×(t)는 BPF의 x(t)에 대한 출력 응답을 나타낸다. 대역폭이 BL이 칩율보다 충분히 작다면, 

루프에서 PN 시퀀스에 의해 야기되는 자동-노이즈의 효과는 1차항 근사에서 무시할 수 있다. 자동-노이즈 
및 제곱 검출에 의해 야기되는 2차 하모닉을 무시하면, 루프 필터로의 입력은 다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전술한 바에 따르면,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의 출력의 정규화된 지연 평가는 e(t)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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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S)는 루프 필터의 변환 함수이고, KVCC는 PN 시퀀스 발생기를 제어하는 VCCG 안에 있는 전압 제

어기의 이득이다. K=K
2
KVCC로 놓고, K는 루프 이득을 나타낸다. 식(7)을 (8)에 대입하면, 

따라서, 평가된 에러 ε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상기 식의 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항을 분리하면 평균값항과 변조 자동-노이즈 항이 주어진다.

여기서,  는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고, 

여기서, Sm(f)는 데이터 변조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이다. M2 항은 필터의 통과 대역 동안의 데이타 변조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적분이고, 통과 대역에서의 데이터 변조 전력을 가리킨다. 루프의 대역폭은 데이터 
심볼율보다 훨씬 작으므로, 식(11)의 두 번째 항과 연관된 자동-노이즈는 무시할 수 있다. 

식(10)으로부터, 다음 식이 얻어진다.

문자 위에 있는 점은 시간 미분을 나타내며, η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

다.

간단히, 잡음 성분으로 인한 제곱된 트렉킹 지터(jitter)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BL은 LPF의 등가 잡음 대역폭이고, Ne(εt)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5)

여기서, f(εt)는 제곱 법칙 검출 곡선이다.

종래의 DLL은 식(15)와 같은 진폭 제곱 검출기를 사용하므로, 노이즈 성분도 역시 제곱된다. 이것은 식
(14)와 같은 트렉킹 지터를 증가시킨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동기가 가능한 저전력 소비 CDMA 동기 회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
의 또 다른 목적은 종래의 코드 트렉킹 회로와 달리, 진폭 제곱 검출기에 의해 노이즈 성분의 강조로 인
한 제곱 손실 결과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로 정확한 트렉킹을 수행할 수 있는 상관 검출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한 측면에 따르면, 동기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
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환산에 이용하는 역환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
환산 신호와의 동기를 취하는 동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하는 스위칭 회로(42)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초기 포착 
회로(43)와; 상기 초기 포착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며,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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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
(44)를 구비한다. 상기 스위칭 회로(42)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로(43)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는 수신 신호를 상기 상관 검출기(44)로 출력
하며, 상기 상관 검출기(44)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
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의 사본을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
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1 곱셈기(47)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제1 곱셈기(47)의 출력 신호로 부터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제1 진폭 제곱 검출
기(55)와; 상기 제2 곱셈기(48)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
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진폭 제곱 검출기(56)와; 상기 제1 상관 검출 신호와 
상기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
며,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58,29)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환산에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 동기 유지를 행하는 상관 검출기를 포함하는 동
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관 검출기는,  입력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
본 발생기(30)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
호를 출력하는 제1 곱셈기(47)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
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
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로부
터의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곱셈기(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적분하
는 적분 회로(112)와; 상기 적분 회로(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복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역변조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
상 제어되어,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29)를 포함하
는 동기 장치가 제공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
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 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를 입
력하는 스위칭 회로(42)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
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초기 포착 회로(43)와; 상기 초기 포착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
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며,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스
위칭 회로의 출력의 타방을 입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44)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칭  회로(42)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로(43)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에는 수신 신
호를 상관 검출기(44)로 출력하며, 상기 상관 검출기(44)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
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곱셈기(47)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
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
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
(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
의 출력 신호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
생기(30)으로부터의 동위상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곱셈기(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적분하는 적분회로(112)와; 상기 적분 회로(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적분 회로(112)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출력하는 복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역변조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
상 제어되어,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 29)를 포함
하는 동기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CDMA 통신 장치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코드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를 취하는 동기 장치를 구비한 CDMA 통신 장치에 있어서, CDMA 확산된 수신 신
호를 위상이 직교하는 2개의 검파 신호(I, Q)로 직교 검출하는 직교 검출기(62)와; 상기 2개의 검파 신호
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개의 A/D 변환기(65, 66)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를 각각 입력하는 
2개의 스위칭 회로(42I, 42Q)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2개의 초기 포착 회로(43I, 43Q)와; 상기 2개의 초기 포착 회로에 각각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여,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42)의 출력에 타방을 입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44)를 포함하며, 상기 2개의 스위
칭 회로(42)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결정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
로(43)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에는 수신 신호를 상관 검출기(44)로 출력하고, 상기 상관 
검출기(44)는, 입력한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 각각에 대하여,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
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출력하는 2개의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I, 30Q)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1 곱셈기(47I, 47Q)와; 상
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2 곱셈기(48I, 
48Q)와; 상기 제1 곱셈기의 각각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각각 검출하는 2개의 제1 진폭 제곱 검출기(55I, 55Q)와; 상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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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곱셈기의 각각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
내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각각 검출하는 2개의 제2 진폭 제곱 검출기(56I, 56Q)와; 각각 상응하는 상기 
제1 상관 검출 신호와 상기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가산하는 2개의 제1 덧셈기(67, 68)와; 상기 제1 덧셈
기의 출력들을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제2 덧셈기(57)와; 상기 제3 덧셈기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고,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58, 59)를 포함하는 CDMA 통신 
장치가 제공된다.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유지를 행하는 상관 검출기를 포함하는 
동기 장치를 구비하는 CDMA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CDMA 통신 장치는, CDMA 확산된 수신 신호를 위상
이 직교하는 2개의 검파 신호(I, Q)로 직교 검출하는 직교 검출기(62)와; 상기 2개의 검파 신호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개의 A/D 변환기(65, 66)에 의해 2개의 디지털 신호를 얻어두고, 상기 상관 검
출기는, 입력한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
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
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여 2개의 제1 상관 검출 신호
를 출력하는 제1 곱셈기(47)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
각 곱하는 2개의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2개의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
호에 대하여 각각 반송과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
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
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로부터의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3 곱셈기
(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각각 적분하는 2개의 적분 회로(112)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
(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출력
하는 복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타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
는 역변조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며,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 29)를 구비하는 CDMA 통신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를 취하는 동기 장치를 구
비하 CDMA 통신 장치에 있어서, CDMA 확산된 수신 신호를 위상이 직교하는 2개의 검파신호(I. Q)로 직교 
검출하는 직교 검출기(62)와; 상기 2개의 검파 신호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개의 A/D 변환기
(65, 66)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를 각각 입력하는 2개의 스위칭 회로(42I, 42Q)와; 상기 2개의 스위
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각각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2개의 초
기 포착 회로(43I, 43Q)와; 상기 2개의 초기 포착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여,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
의 출력에 타방을 입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
하는 상관 검출기(44)를 포함하며,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
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로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는 수신 신호를 상기 상관 검
출기(44)로 출력하며, 상기 상관 검출기(44)는, 입력한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출력하
는 확산 코드 발생기(30)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
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2개의 제1 곱셈기(47)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
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2개의 제2 곱셈기(48)와; 상기 
2개의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각각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
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
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회로(58)와; 상
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로부터의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3 곱셈기(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각각 적분하는 2개의 적분 
회로(112)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
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112)의 출력 신
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출력하는 복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역변조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
어되며,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 29)를 포함하는 
CDMA 통신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동기 방법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
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
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방법에 있어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초기 동기를 행하는 단계와; 
동기 완료후,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동기 유지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동기 유지 
단계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1 승
산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2 승산 단계와; 상기 
제1 승산 단계의 출력으로부터 진폭 제곱 검출에 의해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
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승산 단계의 출력으로부터 진폭 제
곱 검출에 의해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상관 검출 신호와 상기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더하는 단계
와; 상기 더하는 단계의 출력에 따라, 상기 출력되는 사본 코드의 위상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 동기 유지를 행하는 상관 검출기를 포
함하는 동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동기 유지는, 입력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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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승산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승산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단계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단계에서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
으로 더하는 단계와; 상기 더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을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
에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승산 단계와; 상기 제3 승산 단계에서의 출력을 적분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이를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 단계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수신 데
이터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화 단계에서의 출력을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역변조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따라 상기 출력되는 사본 코드의 위상을 제어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동기 방법이 제공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
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방법에 있어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초기 동기 유지를 행하는 단계와; 동기 완료후,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동기 
유지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동기 유지 단계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
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승산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
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승산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
러를 보상하는 단계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 단계에서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
를 역위상으로 더하는 단계와; 상기 더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을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승산 단계와; 상기 제3 승산 단계의 출력을 적
분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이를 상기 반송파 주
파수 에러 보상 단계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으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화 단계에서의 출력을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
조하는 단계와; 상기 역변조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출력되는 사본 코드의 위상을 제어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정합 필터의 동기 회로나 초기 포착 회로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제2도는 종래의 슬라이딩 상관기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제3도는 종래의 DLL을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제4a도 내지 제4c도는 수신 신호의 위상 에러에 의한 상관 출력 신호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관 검출기의 제1실시예의 기본 배치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관 검출기의 제1실시예의 다른 기본 배치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관 검출기의 세부 하드웨어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및

제8도는 본 발명에 따른 상관 검출기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 모드]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 모드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이하 설명된다.

[제1 실시예]

제5도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보여준다.

입력 터미널(10)에 인가된 수신 신호(21)는 스위칭 회로(42)를 통해 선택적으로 정합 필터나 상관 검출기
(44)로 구성된 초기 포착 회로(43)에 공급된다. 초기 포착 회로(43)는 제1도의 초기 포착 회로와 유사한 
배치를 갖는다. 상관 검출기(44)는 제2도 및 제3도의 상관 검출기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초기 포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신 신호는 포착 결정 회로(45)으로부터의 스위칭 신호(46)에 따라 초기 포
착 회로(정합 필터)(43)에 공급되어, 상관 검출이 수행된다. 정합 필터(43)에 의해 검출된 상관값은 포착 
결정 회로(45)에서 드레쉬홀드값과 비교된다. 상관값이 드레쉬홀드값 이상이면, 포착 결정 회로(45)는 초
기 포착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결정하고, 스위칭 신호(46)를 이용하는 스위칭 회로(42)를 변환시킨다. 따
라서, 수신신호는 상관 검출기(44)내의 곱셈기(47, 48)에 입력된다. 포착 결정 회로(45)는 초기 리셋 신
호(49)를 VCCG(29) 및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에 제공한다.

초기 포착 후의 수신 신호(21)는 곱셈기(47, 48)에 의해 확산 코드(51, 52)와 곱해지는데, 확산 코드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에 의해 발생되고, 시간상에서 T만큼(1칩 간격보다 작음) 전후로 편이된 위상
을 갖는다. 두곱은 대역 통과 필터(BPF) (53, 54)에 통과되고, 진폭 제곱 검출기(55, 56)에 검출되는데, 
여기서 상관값이 검출된다. 상관값은 덧셈기(57)에 의해 반대 위상으로 더해진다. 합은 루프 필터(58)에 
통과되고, VCCG(29)의 제어 전압이 된다. VCCG(29)에 의해 발생된 클럭 신호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
(30)의 위상을 조절하고, 동기점을 추적하며, 동기를 유지한다. 여기서, 루프 필터(58)와 VCCG(29)는 클
럭 발생 회로로서 작용한다.

제6도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1)가 입력 터미널(10)에 인가된 수신 신호(21)를 검출하는 직교 검출기
(62)의  출력과  동기되는  예를  설명한다.  이  도면에서,  제5도와  관련된  부분은  같은  도면  번호로 
나타낸다. 접미사 I 및 Q는 제5도와 같은 번호에 부가되어 직교 검출기(62)의 두 검출된 출력 I 및 Q의 
처리 회로를 나타낸다. 검출된 출력 I 및 Q는 저역 통과 필터(63, 64)에 통과되고, A/D 변환기(65, 6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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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스위칭 회로(42I, 42Q)에 공급된다. 초기 포착 회로 (43I, 43Q)의 출력은 
진폭 제곱 검출기(71, 72)에 의해 제곱 법칙 검출되고, 덧셈기(73)에 의해 더해져서 초기 포착이 설정되
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에 공급된다.

상과 검출기(44)안에 있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I)는 앞선 위상을 갖는 전진 확산 코드(51I) 및 늦은 
위상을 갖는 후진 확산 코드(52I)를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Q)는 앞선 위상을 
갖는 전진 확산 코드 (51Q) 및 늦은 위상을 갖는 후진 확산 코드 (52Q)를 발생한다. 스위칭 회로(42I)로
부터 출력된 검출 출력 성분 I는 곱셈기(47I, 48I)에 의해 전진 확산 코드 (51I) 및 후진 확산 코드(52
I)와 곱해진다. 마찬가지로, 스위칭 회로(42Q)로부터 출력된 검출 출력 성분 Q는 곱셈기(47Q, 48Q)에 의
해 전진 확산 코드 (51Q) 및 후진 확산 코드(52Q)와 곱해진다.

곱셈기(47I,  47Q)로부터  출력된  전진  확산  코드(51I,  51Q)를  가진  검출된  상관값은  대역  통과 필터
(BPFs)(53I, 53Q)에 통과되고, 진폭 제곱 검출기(55I, 55Q)에 의해 제곱 법칙 검출되고, 덧셈기(67)에 의
해 더해진다. 이와 유사하게, 곱셈기(48I, 48Q)로부터 출력된 후진 확산 코드(52I, 52Q)를 가진 검출된 
상관값은 대역 통과 필터(BPFs)(54I, 54Q)에 통과되고, 진폭 제곱 검출기(56I, 56Q)에 의해 제곱 법칙 검
출되고, 덧셈기(68)에 의해 더해진다. 덧셈기(67, 68)의 출력들은 덧셈기(57)에 의해 반대 위상으로 더해
진다. 이들 동작들은 제5도와 유사하다.

제1 실시예에 따르면, 동기 처리는 상관 검출기를 이용한 트렉킹 처리와 초기 포착 처리로 분리된다. PN 
시퀀스의 자기 상관이 ±1칩 간격 내에서만 설정되므로, 입력 PN 시퀀스는 입력 PN 시퀀스와 기준 PN 시
퀀스 사이의 위상차가 초기 포착 동안에 ±1칩 간격보다 충분히 작은 범위 내에 있도록 얻어진다. 트렉킹 
처리는 입력 PN 시퀀스와 기준 PN 시퀀스 사이의 위상차를 범위 내로 유지한다.

[제2 실시예]

제7도는 제2 실시예의 상관 검출기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제7도에서, 같은 기능 블럭은 제1도 내지 제6
도와 같은 도면 번호로 나타내진다. 제7도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입력 터미널(10)에 인가된 신호는 국부 
발진기(103)에 의해 발생된 국부 신호를 이용하는 검출기(104)에 의해 의사-코히어런트 검출된다. 국부 
신호는 대체로 변조 신호의 중심 주파수와 같은 고정된 주파수를 갖는다. 상관 검출기는 수신 확산 코드
와 확산 코드의 사본 사이의 상관을 검출하기 위한 곱셈기(47, 48); 곱으로부터 상관 검출 신호만을 추출
하기 위한 대역 통과 필터(83, 84);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에 의해 검출된 반송파 주파수 에러 신호를 갖
는 여과된 출력 신호를 보상하기 위한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 반대 위상에서 전진 위상 사본과 
연관된 상관 검출 신호 및 후진 위상 사본과 연관된 상관 검출 신호를 더하기 위한 덧셈기(57); 상관 검
출의 위상 에러를 평균(averaging)하기 위한 루프필터(58); 수신 신호에 포함된 확산 코드에 위상 동기된 
사본을 이용하여 상관 검출을 수행하기 위한 곱셈기(111); M칩 간격 동안에 곱셈기(111)의 출력 신호를 
적분하기 위한 적분-덤프 회로(112);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기 위해 적분-덤프 회로의 출력 신호로
부터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기 위한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 상관 검출에 의해 얻어진 신호의 
수신 위상 에러 보상후의 수신 데이타를 결정하기 위한 복조기(113); 루프필터로부터 출력된 위상 에러 
신호를 이용하여 결정된 데이터의 역변조를 수행하기 위한 곱셈기(114); 곱셈기(114)로부터 출력된 위상 
에러 신호에 의해 클럭 위상을 제어하기 위한 전압 제어 클럭 발생기(29); 및 전압 제어 클럭 발생기(2
9)로부터 출력된 클럭 신호에 의해 동작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를  포함한다.  여기서, 곱셈기
(114)는 역변조 기능을 수행하며, 적분-덤프 회로는 평균화 기능을 수행한다.

변조 신호의 중심 주파수와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고정된 발진 주파수에 의해 다운-컨버트된 변조 신호는 
하모닉 성분이 제거되며, 변조 신호의 확산 코드에 위상 동기된 확산 코드의 사본과 곱해지며, 소정 길이
의 시간 적분이 뒤따른다.

따라서, 상관 피크는 검출된다. 상관 검출 신호는 코히어런트 검출이나 지연 검출을 수행하는 복조 회로
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변조 신호는 변조 신호의 확산 코드에 대해 전진 위상 Δ를 갖는 확산 코드의 
사본과 곱해지고, 또한 후진 위상 Δ를 갖는 확산 코드의 사본과 곱해져서, 하모닉 성분을 제거한다.

확산 코드의 전진 위상 사본과 관련된 상관과 확산 코드의 후진 위상과 관련된 상관 사이의 에러 신호는 
덧셈기(57)에 의해서 반전 위상과 더해지고, 그 출력은 루프 필터(58)에 의해 적분되고 평균화된다. 즉 
루프 필터(58)는 평균화 회로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수신 신호의 확산 코드와 확산 코드 사본 사이의 위
상 에러에 대응되는 에러 전압을 초래한다. 복조기로부터 출력된 결정 데이터에 에러 전압을 곱함으로써 
역변조는 변조 신호에 기인한 위상 에러 신호에서의 에러를 제거한다. 지연은 위상 에러 결정 루프 및 데
이터 결정 루프의 처리 시간들을 완전히 매치(match)시키도록 위상 에러 검출 루프 뒤에 삽입된다.

종래의 DLL에서, 역확산 신호는 수신 신호의 중심 주파수 및 직교 검출기의 국부 발진기의 주파수 사이의 
에러 성분인 위상 에러 신호 성분을 포함한다. 역확산 신호는 또는 데이터 변조 성분 및 반송파 신호 성
분의 잔류 성분을 포함한다.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성분 및 데이터 변조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역확산 
신호는 진폭 제곱 검출기에 의해 제곱된다. 그러나, 이것은 노이즈 성분도 역시 제곱되므로 노이즈 성분
도 역시 제곱되므로 노이즈 성분을 증가시키고, 노이즈 성분이 칩 위상 에러에 더해져서, 위상 지터를 증
가시킨다.

따라서, 노이즈 성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진폭 제곱 검출기를 제거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AFC에 의해 역확산 신호로부터의 신호로부터의 반송파 주파수 오프셋 성분을 제거하고, 
복조 및 검출된 신호를 역확산 신호로 역으로 변조함으로써 데이터 변조 성분을 제거한다.

의사-코히어런트  검출  신호는  반송파  오프셋  신호를  포함하므로,  검출된  신호에는  위상 로테이션
(rotation)이 포함된다. 따라서, 반송파 오프셋 신호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자동 주파수 제어 회
로(213)에 의해 데이터 결정 루프의 상관 피크로부터의 반송파 신호의 오프셋 성분을 검출하고, 반대 위
상 방향의 반송파 오프셋 신호에 의해 칩 위상 에러 검출 루프의 두 상관 검출 신호를 보정 함으로써 얻
어진다.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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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도는 제2 실시예에서 설명된 상관 검출기의 세부 하드웨어를 보여주는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이 도면
에서, 같은 요소는 제7도와 같은 도면 번호를 나타낸다. 제8도에서, 도면 번호 304는 90도 위상 편이기, 
65 및 66은 A/D 컨버터, 308 및 309는 복소수 곱셈기, 313은 지연 회로, 314는 복소수 곱셈기, 317은 결
정 회로를 나타낸다. 410은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회로, 416은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를 나타낸다.

상관 검출기에서, 수신 IF 변조 신호는 직교 검출기에 의해 직교-검출된다. 직교-검출된 I 및 Q 채널 신
호들은 하모닉 성분이 제거되고, A/D  컨버터(65,  66)에 의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고, I(In-phase)  및 
Q(Quadrature) 성분의 복소수 신호 처리를 적용함으로써 상관 검출된다. 상관 검출은 변조 확산 코드 사
본의 I 및 Q 성분의 복소수 곱셈에 의해 실행된다. 1차 변조된 신호의 동상 및 직교 성분이 같은 확산 코
드에 의해 확산되었다면 확산 코드의 두 사본은 같다.

1차 변조가 QPSK이고 2차 변조가 BPSK일 때 동작이 이후에 상세히 설명된다. 변조될 데이터는 I 및 Q 채
널 (QPSK 변조)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정된 2진 데이터에 의해 독립적으로 1차 변조된다. I 및 Q 채널 데
이터는  같은  확산  코드에  의해  확산(2차  변조)  된다.  수신기의  입력  신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식(3)의 입력 신호가 수신기의 확산 코드 사본에 곱해진 후의 신호는 종래의 계산 방법이 적용되면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루프 필터의 출력에서 칩 위상 에러 신호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식(18)에서 보인 것처럼, 각 심볼 성분의 변조 신호 전력은 1차 QPSK 변조의 위상 에러 신호와 곱해지고, 
1차 변조된 신호 성분은 결정 후의 데이터의 I 및 Q 성분을 위상 에러 신호로 역으로 변조함으로써 제거
될 수 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라, 고속 동기에 필요로 하는 동기를 획득하려는 동안의 상관 검출은 정
합 필터를 이용해 초기 포착 회로에서 실행되고, 고속 동기보다 다소 낮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트렉킹 국
면에서의 상관 검출은 슬라이딩 상관 검출기에서 수행된다. 이것은 트렉킹 동안의 초기 포착 회로의 전력 
소비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고속 취득 및 트렉킹 동안의 전력 절약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라, 수신 칩 위상의 트렉킹 루프는 사본 신호의 위상 에러 신호에 포함된 1차 변조
된 신호 성분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상호 상관에 의존하는 성분만 추출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트렉킹을 가능하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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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신호와의 동기를 취하는 동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하는 스위
칭 회로(42)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
을 출력하는 초기 포착 회로(43)와; 상기 초기 포착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
를 판단하며,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타방을 입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44)를 구비하고, 상기 스위칭 회로(42)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로(43)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는 수신 신호를 상기 상관 검출기
(44)로 출력하며,

상기 상관 검출기(44)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
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1 곱셈기(47)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
드 사본을 곱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제1 곱셈기(47)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
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제1 진폭 제곱 
검출기(55)와; 상기 제2 곱셈기(48)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
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진폭 제곱 검출기(55)와; 상기 제1 상관 검출 
신호와 상기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며,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58,2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장치.

청구항 2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 동기 유지를 행하는 상관 검출기를 포함하는 동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관 검출기는, 입력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곱셈기(47)
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
파수 에러 보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
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로부터의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곱셈기
(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적분하는 적분 회로(112)와, 상기 적분 회로(112)의 출력에 의
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복
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역변
조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어,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
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2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장치.

청구항 3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하는 스위칭 회로(42)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초기 
포착 회로(43)와; 상기 초기 포착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며,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타방을 입
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4
4)를 포함하고, 상기 스위칭 회로(42)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로(43)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에는  수신  신호를  상관  검출기(44)로 
출력하며, 상기 상관 검출기(44)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
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
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곱셈기(47)와; 상기 수신 신
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곱셈기(48)
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
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
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로부터의 동위상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곱셈기(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적분하는 적분 회로(112)와, 상기 적분 회로
(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적분 회로(112)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출력하
는 복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어,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 2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장치.

청구항 4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를 취하는 동기 장치를 구비한 CDMA 통신 장치에 있어서, CDMA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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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코드 사본를 위상이 직교하는 2개의 검파 신호(I, Q)로 직교 검출하는 직교 검출기(62)와, 상기 2개의 
검파 신호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개의 A/D 변환기(65, 66)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를 각각 
입력하는 2개의 스위칭 회로(42I, 42Q)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2개의 초기 포착 회로(43I, 43Q)와, 상기 2개의 초기 포착 회
로에 각각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여,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42)의 출력에 타방을 입력하여, 내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44)를 포함하며,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42)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
기 포착 회로(43)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후에는 수신 신호를 상관 검출기(44)로 출력하고, 상기 상관 검
출기(44)는, 입력한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 각각에 대하여,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출력하는 2개의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I, 30Q)와, 상기 2개의 디
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1 곱셈기(47I, 47Q)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2 곱셈기(48I, 
48Q)와, 상기 제1 곱셈기의 각각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각각 검출하는 2개의 제1 진폭 제곱 검출기(55I, 55Q)와, 상기 제
2 곱셈기의 각각의 출력 신호로부터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각각 검출하는 2개의 제2 진폭 제곱 검출기(56I, 56Q)와, 각각 상응하는 상기 제1 상관 
검출 신호와 상기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가산하는 2개의 제1 덧셈기(67, 68)와; 상기 제1 덧셈기의 출력
들을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제2 덧셈기(57)와; 상기 제3 덧셈기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고,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58, 5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통신 장치.

청구항 5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환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유지를 행하는 상관 검출기를 포함하는 동기 장치를 구비하는 
CDMA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CDMA 통신 장치는, CDMA 확산된 수신 신호를 위상이 직교하는 2개의 검파 
신호(I, Q)로 직교 검출하는 직교 검출기(62)와, 상기 2개의 검파 신호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
개의 A/D 변환기(65, 66)에 의해 2개의 디지털 신호를 얻어두고, 상기 상관 검출기는, 입력한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
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여 2개의 제 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곱셈기(47)
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여 2개의 제 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곱셈기(48)와, 상기 2개의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각각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
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를 시
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
로부터의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3 곱셈기(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
력 신호를 각각 적분하는 2개의 적분 회로(112)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
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출력하는 복조기(113)와,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역변조 회로(114)와, 상기 역변
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며,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
생 회로(115, 29)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통신 장치.

청구항 6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를 취하는 동기 장치를 구비한 CDMA 통신 장치에 있어서, CDMA 확
산된 수신 신호를 위상이 직교하는 2개의 검파 신호(I, Q)로 직교 검추하는 직교 검출기(62)와, 상기 2개
의 검파 신호를 각각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2개의 A/D 변환기(65, 66)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를 각
각 입력하는 2개의 스위칭 회로(42I, 42Q)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의 출력의 일방을 각각 입력하여,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상관값을 출력하는 2개의 초기 포착 회로(43I, 43Q)와, 상기 2개의 초
기 포착 회로에 접속되어, 상기 상관값에 기초하여 동기 완료를 판단하여, 그 판단 결과를 상기 스위칭 
회로로 출력하는 포착 결정 회로(45)와, 상기 2개의 스위칭 회로의 출력에 타방을 입력하여, 내장하는 확
산코드 사본 발생기에서 발생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는 상관 검출기(44)를 포함하며, 상기 2
개의 스위칭 회로는, 상기 포착 결정 회로의 출력에 따라, 동기하지 않을  때는 수신 신호를 상기 초기 
포착 회로로 출력하고, 동기 완료 후는 수신 신호를 상기 상관 검출기(44)로 출력하며, 상기 상관 검출기
(44)는, 입력한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
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출력하는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와, 상
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
력하는 2개의 제1 곱셈기(47)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2개의 제2 곱셈기(48)와, 상기 2개의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각각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와, 상기 반송파 주
파수 에러 보상기(208)에 의해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가산하는 덧셈기
(57)와, 상기 덧셈기의 출력 신호를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평균화 회로(58)와, 상기 2개의 디지털 신
호에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30)로부터의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각각 곱하는 2개의 제3 
곱셈기(111)와, 상기 제3 곱셈기의 출력 신호를 각각 적분하는 2개의 적분 회로(112)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112)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기(208)로 출력
하는 자동 주파수 제어 회로(213)와, 상기 2개의 적분 회로(112)의 출력 신호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
호를 출력하는 복조기(113)와, 상기 평균화 회로(58)의 출력 신호를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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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변조하는 회로(114)와, 상기 역변조 회로의 출력에 의해 위상 제어되며, 상기 확산 코드 사본 발생기를 
제어하는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 회로(115, 2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통신 장치.

청구항 7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방법에 있어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초기 동기를 
행하는 단계와, 동기 완료후, 기준 확산 코드오의 상관을 취하여 동기 유지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동기 유지 단계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
본을 곱하는 제1 승산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2 
승산 단계와, 상기 제1 승산 단계의 출력으로부터 진폭 제곱 검출에 의해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
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는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2 승산 단계의 출
력으로부터 진폭 제곱 검출에 의해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과의 상관성의 세기를 나타내
는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1 상관 검출 신호와 상기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
상으로 더하는 단계와, 상기 더하는 단계의 출력에 따라, 상기 출력되는 사본 코드의 위상을 제어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법.

청구항 8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 동기 유지를 행하는 상관 검출기를 포함하는 동기 방법에 있어서, 상기 
동기 유지는, 입력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
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승산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
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승산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단꼐와,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를 보상하는 단계에서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더하는 단계와, 상기 더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을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승산 단계와, 상기 제3 승산 단계에서의 출력을 적분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이를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 단계에서 이용하도
록 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기초하여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화 단계에서의 출력을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역변조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에 따라 상기 출력되는 사본 코드의 위상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동기 방법.

청구항 9 

CDMA 확산된 수신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의 역확산에 이용하는 역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이용하여, 상기 
수신 신호와 상기 역확산 코드와의 동기 방법에 있어서,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초기 동기를 
행하는 단계와, 동기 완료후, 기준 확산 코드와의 상관을 취하여 동기 유지를 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동기 유지 단계는, 입력한 상기 수신 신호에 대하여,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 및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앞선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1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1 승산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상기 위상이 지연된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여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출력하는 제2 승산 단계
와,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에 대하여,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보상하는 단계와, 상기 반송파 주
파수 에러 보상 단계에서 보상된 상기 제1 및 제2 상관 검출 신호를 역위상으로 더하는 단계와, 상기 더
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을 시간 방향으로 평균화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신호에 동위상의 CDMA 확산 코드 
사본을 곱하는 제3 승산 단계와, 상기 제3 승산 단계의 출력을 적분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의 
출력에 의해 반송파 주파수 에러를 검출하여, 이를 상기 반송파 주파수 에러 보상 단계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적분하는 단계에서의 출력으로부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평균화 단계에서의 출력을 상기 수신 데이터 식별 신호에 의해  역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역변조하는 단
계에서의 출력에 의해 상기 출력되는 사본 코드의 위상을 제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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