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57018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4J 1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1월14일
10-0357018
2002년10월04일

(21) 출원번호 10-1994-0030574 (65) 공개번호 특1995-0016063
(22) 출원일자 1994년11월21일 (43) 공개일자 1995년06월17일

(30) 우선권주장 08/155557 1993년11월2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에리크썬 지이 모빌 컴뮤니케이션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 27709, 리써치 트라이앵글 파크피오박스 13969

(72) 발명자 그레고리이.보톰레이
미합중국27511노스캐롤라이나주캐리머롯크트100

(74) 대리인 장수길
주성민

심사관 : 정용주

(54) CDMA신호의결합복조를위한시스템및방법

요약

    
CDMA 신호를 공동으로 복조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 제공되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 환경에서 
효율적 방식으로 다수의 CDMA 신호를 복조하는 것이다. 다중경로 내의 MLSE 결합 복조라고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수신된 다수의 CDMA 신호 및 그 신호의 반향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전송된 비트 시퀀스를 결정한
다. 다중경로 내의 역상관 복조라고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전송된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CDMA 신호 레이를 역상관 시킨다. 다중경로 내의 의사(pseudo)-MLSE 결합 복조라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
는, MLSE 방식을 수신된 신호와 다수의 CDMA 신호의 상관 값에 적용시킨다. 세 가지 실시예는 모두 ISI 배제하지 않
고 단일 신호 복조 또는 다중 신호 복조에 적용될 수 있다. 개시된 방법 및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 중에,다중경로 시
간 분산 환경 내에서 CDMA 신호들을 정확히 복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발명에 따라, 심볼간 간섭을 고려하거
나 고려하지 않고 단일 신호 또는 다중 신호의 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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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RAKE수신기를 도시하는 블록도.

제2도는 제1도의 상관기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는 블록도.

제3도는 CDMA 신호의 결합 복조를 위한 종래의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제4도는 역상관 수신기를 위한 종래의 결정 알고리즘을 도시하는 블록도.

제5도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예시적 수신 신호를 도시하는 도면.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다중경로 내에서 MLSE 결합 복조를 사용하는 예시적 수신기의 블록도.

제7도는 예시적인, 프로그램가능한 부분 상관기의 블록도.

제8도는 ISI가 무시된 다중경로 내에서 MLSE 결합 복조를 하는 다른 예시적 실시예에 따른 수신기의 블록도.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다중경로 시간 분산이 있을 때의 역상관 복조의 예를 도시하는 블록도.

제10도는 다중경로 내의 역상관을 도시하는 흐름도.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라 다중경로 분산 내에서 의사-MLSE로 복조를 사용하는 예시적 수신기의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300, 600, 900 : RF수신기

101, 301, 801, 901 : 상관기

102, 302, 602, 902 : 타이밍 제어장치

103, 303, 603, 803, 903 : 게이팅 기능부

104, 604, 804 : 반 복소수 승산기(HCM)

105, 605, 805 : 채널 트랙킹 장치

106 : 누산기

107, 402 : 임계 장치

304, 904 : 결정 알고리즘 장치

601 : 프로그램ald 가능한 부분 상관기(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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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비터비 프로세서

701 :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

702 : 멀티플렉서

806 : 메트릭 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셀룰러 무선전화 통신 시스템의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CDMA) 통신 기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중경로 시간 분산(multipath time dispersion)된 다수의 CDMA 신호를 공동으로 복조하기 위한 수신기에 관한 것
이다.

CDMA 또는 스펙트럼 확산 통신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사용되어왔다. 초기의 응용은 주로 군사적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스펙트럼 확산 시스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예로 
디지탈 셀룰러 무선통신, 지상 차량 무선통신, 실내 및 실외 개인통신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셀룰러 전화 산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상업적 운용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의 성장은 예상을 훨씬 초과하여 시스템용량을 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작은 통신시장
에까지 빠른 성장의 영향이 파급될 것이다. 이러한 증대하는 통신 용량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셀룰러 시스템에서 하나의 중요한 발전 단계가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탈 전송 방식으로의 전환이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차세대 셀룰러 통신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디지탈 전송체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이하게 소지할 수 있는 염가의 포켓사이즈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여 가정, 사무실, 거리, 자동차 등에서 통화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 세대 개인 통신 네트워크(PCNS)가 차세대 디지탈 셀룰러 시스템 하부구조를 사용하
는 셀룰러 캐리어에 의하여 제공될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특징은 증
가된 통화 용량이다.
    

현재 채널 액세스는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FDMA) 및 시분할 다중 액세스(TDMA)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FDMA 방식에서 통신 채널은 신호의 전송 출력이 집중되는 단일 무선 주파수 대역이다. 인접 채널과의 간섭은 특정 주
파수 대역 내에서 신호 에너지만을 통과시키는 대역 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제한된다. 따라서, 상이한 주파수가 할당된 
각각의 채널에서, 시스템의 용량은 채널 재사용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뿐만 아니라 가용 주파수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TDMA 시스템에서 채널은 동일 주파수 상의 일련의 주기적인 시간 간격을 갖는 시간 슬롯으로 이루어진다 시간 슬롯
의 각각의 주기는 프레임이라 불린다. 주어진 신호의 에너지는 이러한 시간 슬롯들 중 하나 내에 한정되어 존재한다. 인
접한 채널의 간섭은 적정한 시간에 수신된 신호 에너지만을 통과시키는 시간 게이트 또는 기타 동기화 소자에 의하여 
제한된다. 따라서, 상이한 시간 슬롯이 할당된 각각의 채널에서, 시스템의 용량은 채널 재사용에 의하여 부과된 제한뿐
만 아니라 가용 시간 슬롯에 의하여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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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A 또는 TDMA 시스템, 또는 FDMA/TDMA 혼성 시스템에서, 이들의 목적은 두개의 간섭 가능한 신호가 동시에 
동일한 주파수를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방식은 시간 및 주파수에서 신
호가 중첩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모든 CDMA 신호들은 동일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공유하고, 주파수 또는 시간 영
역에서 CDMA 신호들은 상호 중첩되어 나타난다.

    
CDMA 통신 기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CDMA 방식에 기초한 셀룰러 시스템의 용량 한도는 기존의 아날로그 기
술의 경우보다 20배에 달하도록 고안되었는데, 이는 개선된 코딩 이득/변조 밀도, 음성 활성도 게이팅, 섹터화 및 모든 
셀 내에서의 동일한 스펙트럼의 재사용 등과 같은 광대역(wideband) CDMA 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한다. 높은 비트 율
을 가진 디코더에 의한 음성의 CDMA 전송은 뛰어난 사실적인 음질을 보장한다. CDMA 방식은 또한 가변 데이타 율을 
사용하여 많은 상이한 등급의 음질을 제공할 수 있다, CDMA 방식의 스크램블된 신호 포맷은 혼선을 제거하고 도청 또
는 통화 추적을 매우 곤란하고 많은 비용을 요구하여, 통화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통신 중의 기만적 행위를 예방
할 수 있다.
    

    
CDMA 시스템에서 각 신호는 스펙트럼 확산 기법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원리적으로, 전송될 정보 데이타 스트림은 시
그너쳐 시퀀스(signature sequence)라 지칭되는 훨씬 높은 데이타 율을 가진 데이타 스트림 상에 실린다. 전형적으로 
시그너쳐 시퀀스 데이타는 이진 데이타로서, 비트 스트림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그너쳐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방
법이 랜덤한 것으로 보이나 허용된 수신기에 의하여 재현될 수 있는(replicated) 의사잡음(pseudo-noise) 프로세스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정보 데이타 스트림과 고비트율의 시그너쳐 시퀀스 스트림은, 두개의 비트 스트림의 이진값들이 
+1 또는 -1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두개의 비트 스트림을 상호 곱하여 조합된다. 고비트율 신호와 저비트율 데이타 
스트림을 조합시키는 것을 정보 데이타 스트림 신호 확산(spreading)이라고 부른다. 각각의 정보 데이타 스트림 또는 
채널에는 고유의 시그너쳐 시퀀스가 할당된다.
    

    
다수의 확산 정보 신호는 무선 주파수 반송파를 예를 들어, 이진 위상 시프트 키잉(binary phase shift keying)에 의
하여 변조하고, 합성 신호로서 수신기에서 조합되어 수신된다. 각각의 확산 신호는 주파수 및 시간상에서 잡음 관련 신
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확산 신호와 중첩한다. 수신기가 인증되면(authorized), 합성 신호는 고유한 시그너쳐 시퀀
스들 중 하나에 상관되고, 대응하는 정보 신호가 분리되어 복구될 수 있다. 만약 정방 위상 시프트 키잉(quadrature p
hase shift keying) 변조를 사용하면, 시그너쳐 시퀀스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가지는 복소수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실수부 및 허수부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나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반송파를 변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시그너쳐 시퀀스는 한 비트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전송된 시퀀스 또는 그 보수(complemen
t) 시퀀스가 수신되면, 정보 비트가 +l 또는 -1, 때로는 " 0" 또는 " 1" 인지의 여부가 나타난다. 시그너쳐 시퀀스는 
통상 N비트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비트는 " 칩(chip)" 이라 불린다. N칩 시퀀스 전체 또는 그 보수 시퀀스는 전송된 심
볼(symbol)이라 불린다. 종래의 수신기는 상관값을 구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를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의 공액 복
소수에 상관시킨다. 단지 상관값의 실수부만이 계산된다. 큰 정(positive)의 상관이 얻어지면 " 0" 이 검출되고, 큰 부
(negative)의 상관이 얻어지면 " 1" 이 검출된다,
    

위에서 언급한 " 정보 비트" 는 역시 코드화된 비트일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된 코드는 블록 또는 콘벌루션 코드이다. 또
한 시그너쳐 시퀀스는 단일의 전송 심볼보다 훨씬 길 수 있으며, 이때 일련의 연속된 시그너쳐 시퀀스가 정보 비트를 확
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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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된 신호는 I(동위상) 성분 및 Q(정방) 성분의 두 가지 성분을 포함한다. 이는 전송된 
신호가 두 성분(예를 들어, QPSK)을 가지거나 간섭(intervening) 채널 또는 코히어런트 반송파 기준 부족이 수신된 
신호를 I 및 Q 성분으로 분할시키기 때문이다. 디지탈 신호 처리를 사용하는 전형적 수신기에서, 수신된 I 및 Q 성분 
신호는 표본화되어 최소한 매 Tc초마다 저장되는데, 이때 Tc는 칩의 지속시간이다.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두 위치간에서 전송된 신호는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 대형 빌딩 또는 인접한 산 등에 의한 신호 
반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반향 왜곡 또는 다중경로 시간 분산의 어려움이 있다. 다중경로 분산은, 신호가 하나가 아닌 
여러개의 경로를 거쳐 수신기로 전달되어 수신기가 상이하고 랜덤하게 변화하는 지연 및 진폭을 가진 많은 반향파를 수
신할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CDMA 시스템에서 다중경로 시간 분산이 나타날 때, 수신기는 하나의 심볼 주기보다 
작은 상대적시간 지연을 갖으며 상이한 경로(레이(ray)라 칭함)를 따라 전파된 전송 심볼의 다중 버전의 합성 신호를 
수신한다. 구별되는 각 " 레이(ray)" 는 소정의 상대적 도달시간 mTc초, 및 I 와 Q 칩 표본의 스팬 N을 가지는데, 이
는 각각의 신호 이미지가 N칩 시퀀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통상 m=O가 최초의 신호 레이의 도달에 대응한다. 또
한 각각의 레이는 복소수 채널 계수 c(m)로 표현되는 소정의 진폭 및 위상을 가진다,
    

다중경로 시간 분산의 결과, 상관기는 하나의 큰 스파이크 대신에 여러 개의 작은 스파이크들을 출력한다. 전송 심볼을 
검출하기 위하여(그리고 정보 비트를 복구하기 위하여), 수신된 스파이크들이 조합된다. 전형적으로 이는 RAKE 수신
기에 의하여 실행되는데, 이 수신기는 다중경로의 모든 기여 신호를 함께 " 모으기(rake)" 때문에 RAKE 수신기로 명
명되었다.

    
제1도에는 RAKE 수신기의 전형적 형태가 도시되었다. 수신된 무선 신호는, 예를 들어 이를 사인 및 코사인 파형과 혼
합시키고 RF 수신기(100) 내에서 그 신호를 필터링함으로써, 복조된다. 또한, 결과되는 I 및 Q 신호는 표본화되고 양
자화되어 I 및 Q 칩 표본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그 실수부가 I 표본이고 그 허수부가 Q 표본인 복소수 표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복소수 표본은 복소수 수신 표본을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의 공액복소수에 상관시키는 상관기(101)를 
통과하여 일련의 복소수 상관관계를 발생시킨다.
    

    
게이팅 기능부(103)는 어떤 상관값이 검파를 위하여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게이팅 기능부(103)는 타이밍 제어장
치(102)에 의하여 결정된 시간에 상관값을 반 복소수 승산기(half complex multiplier(HCM); 104)로 전달한다. 전
송 심볼마다 매 레이 당 한번씩 게이팅 기능부(103)가 상관값을 반 복소수 승산기로 전달하는데, 이 승산기는 복소수 
상관값을 적절한 RAKE 탭 계수에 곱하여 그 곱의 실수부만을 계산한다. RAKE 탭 계수는 채널 트랙킹 장치(105)에 
의하여 제공된 채널 탭 추정치의 공액 복소수이며, 트랙킹 장치는 채널 탭 위치(m값) 및 계수(c(m) 값)를 추정하기 
위하여 상관기(101)로부터의 상관값을 이용한다. 누산기(106)는 HCM(104)의 출력을 누산하여 그 최종합을 전송 심
볼당 한번씩 임계 장치(threshold device; 107)로 전송한다. 임계 장치(107)는 입력이 임계치보다 큰 경우 이진수 " 
0" 을 검출하고, 입력이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 이진수 " 1" 을 검출한다, 임계치는 전형적으로 0이다.
    

    
제2도에는 종래의 상관기(101)의 상세한 작동이 도시되었다. RF 수신기로부터의 복소수 칩 표본들은 내부적으로 탭된
(tapped) 지연라인(200)으로 송신된다. 또한 탭된 버퍼(201)는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 또는 그 공액복소수를 저장
한다. 탭된 지연라인(200)에 공급되는 각각의 칩 표본에 시그너쳐 시퀀스의 공액 시퀀스와의 상관이 실행된다. 복소수 
승산기(202)는 수신된 표본을 공액의 시그너쳐 시퀀스값에 곱한다. 승산기에서 얻어진 복소수곱들은 복소수 합산기(
203)에서 합산된다. 결과로 얻어지는 상관값은 제1도에 도시된 게이팅 기능부(103)로 보내진다.
    

    
종래의 RAKE 수신기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 첫째 조건은 시그너쳐 시퀀스의 자기 상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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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이상적이어서, 시그너쳐 시퀀스가 자신의 시프트(shift)와는 상관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상이한 
신호 레이들이 상호 간섭하여 자기 간섭이 발생된다. 두 번째 조건은 원하는 신호의 시그너쳐 시퀀스 및 그것과 다른 C
DMA 신호의 시그너쳐 시퀀스의 다양한 시프트된 버전과의 교차상관이 0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CDMA 신호
들이 원하는 CDMA 신호와 간섭하여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는 원하는 CDMA 신호보다 다른 CDMA 신호가 훨씬 큰 출
력을 가지는 경우, 원근 문제(near-far problem)로 불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 번째 조건은 다음의 전
송 심볼과 중첩되는, 어느 하나의 전송 심볼의 반향에 의하여 야기되는 간섭이 무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송 심볼이 과거 및 미래의 전송 심볼과 간섭하는 심볼간 간섭(ISI)이 발생한다.
    

    
시그너쳐 시퀀스 집합의 설계 이론에 의하면 전술한 제1 및 제2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
다. 결과적으로 자기 간섭, 다른 신호에 의한 간섭 및 ISI에 의하여 성능이 제한되게 된다. 다중경로 시간 분산을 겪지 
않는 환경 내에서 기타 신호 간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다중경로가 없는 결합 복조(joint demod
ulation)라 지칭된다. 예를 들어 S. 베르뒤(Verdu), " 비동기 가우스 다중 액세스 채널 에러의 최소 확률" , IEEE Tr
ans. Info. Theory, Vol. IT-32, pp. 85-96, R. 루파스(Lupas) 및 S. 베르뒤, " 동기적 코드분할 다중 액세스 채널
을 위한 선형 멀티유저 검파기" , IEEE Trans. Inform. Theory, Vol.35, pp.123-136(1989년 1월) R. 루파스 및 
S, 베르뒤, " 비동기 채널에서 멀티유저 검파기의 원근 저항" , IEEE Trans, Common., Vol. 38, pp. 496-508(199
0년 4월)을 참조한다. 이들 논문에는 다중 CDMA 신호를 공동으로 복조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최대 확률 시퀀스 추정(Maximum Likelihood Sequence Estimation)이라 알려진 첫 번째 방법(다중경로가 없는 경
우)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 없이 다수의 CDMA 신호에 대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전송된 정보 비트들의 세트를 결정한다. 
이는 제3도에 도시되었다. RAKE 수신기의 경우와 같이, RF 수신기(300)는 I 및 Q 기저대역 파형으로 필터링되고 하
향 주파수와 혼합된(mixed down) 다수의 CDMA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데, 이 신호는 표본화 및 양자화되어 복소수 수
신 데이타 값을 발생시킨다. 이 값들은 다수의 상관기(301)로 보내지는데, 각 상관기는 이들을 특정 시그너쳐 시퀀스
에 상관시킨다. 그러나 이 채널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전송 심볼당 단지 하나의 상
관만이 유지된다. 복조에 사용되도록 선택될 하나의 상관은 타이밍 제어장치(302)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장치는 게
이팅 기능부(303)가 전송 심볼 주기마다 한번씩 값을 통과시키도록 신호를 공급한다. 상이한 CDMA 신호는 시간 정렬
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즉 비 동기적일 수 있으므로 게이트는 동시에 단락될 필요는 없다. 상관값들은 결정 알
고리즘 장치(304)로 전달되는데, 이 장치는 각 CDMA 채널의 전송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사용한
다.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가장 적절한 정보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는 비터비(Viterbi)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이 수신기
는 송신 심볼 주기당 게이팅 기능부로부터 단지 하나의 상관값만을 통과시킴으로써 다수의 신호 레이를 허용하지 아니
하고, 채널 계수를 트랙킹하지 않는다.
    

    
역상관(decorrelation) 수신기로 알려진 제2의 방법은 상이한 CDMA 신호를 더 이상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역상관 시
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3도에 도시된 바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방법의 유일한 차이는 제4도
에 도시된 사용되는 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제3도의 블록 303인 게이팅 기능부로부터의 상관값이 버퍼(
400) 내에 저장된다. 버퍼가 차면 상관값들의 세트는 값들의 벡터로 간주된다. 이 벡터는 행렬 승산기(matrix multip
lier; 401) 내에서 역상관 행렬에 의하여 승산된다. 승산에서 사용되는 행렬은 시그너쳐 시퀀스 교차 상관값으로 이루
어진다. 행렬 및 벡터의 곱은 각각의 CDMA 신호 당 하나의 역상관된 검파 통계이며, 이들은 임계 장치(402)로 공급된
다. 이들은 검파된 정보 비트값들을 발생시킨다.
    

이 방법 모두들은 공히 다중경로 시간 분산의 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법들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이 없을 
때의 CDMA 신호의 결합 복조 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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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위자야수리야(Wijayasuriya) 등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을 처리하기 위한 역상관 수신기의 한 형태를 제안하였
다. 이에 관하여는 S.S.H. 위자야수리야, G.H. 노튼(Norton), J.P. 맥기한(McGeehan), " DS-CDMA 시스템에서의 
멀티유저 검파기를 위한 원근 저항 슬라이딩 윈도우 역상관 알고리즘," Proc. Glolbecom '92, Orlando, FL, pp. 133
1-1338(Dec. 1992), S.S.H. 위자야수리야, J.P. 맥기한, G.H. 노튼, " DS-CDMA 이동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레이
크 역상관 수신기," Electronics Letters, Vol. 29, no. 4, pp. 395-396(18 Feb. 1993), 및 S.S.H. 위자야수리야, 
J.P 맥기한, G.H. 노튼, " DS-CDMA 이동 무선 통신에서 급속 전력 제어의 대안으로서의 RAKE 역상관," 43rd IEE
E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Secaucus, NJ, pp. 368-371,(May 18-20, 1993)을 참조한다. 이들 논문
에서는 각 신호의 다중 레이를 역상관시키기 위하여 역상관이 응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레이들은 코히어런트 하지않게 
조합되었다. 그리하여 채널 추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능이 비코히어런트 방법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즈보날(Zvonar) 및 브래디(Brady)는 다중경로 내의 결합 복조를 위한 MLSE 수신기 및 역상관 수신기를 제안하
였다. MLSE 수신기에 관하여 Z. 즈보날, D. 브래디, " 비동기 다중 액세스 다중경로 레일레이 페이딩에서의 최적 검파," 
twenty-sixth Annual Conf. on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 Princeton, University(March 1992)를 참
조한다. 이 수신기에서는 상이한 레이 도달시간에서 전체 시그너쳐 시퀀스와의 상관이 이루어진다. 이들 상관들은 RA
KE 조합되어 각 사용자를 위한 조합된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들은 결정 알고리즘으로 전달된다. 이 방식은 조합된 
신호가 과거에 전송된 심볼뿐만 아니라 미래에 전송될 심볼에도 종속되어 결정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 단점
을 가진다.
    

    
역상관 수신기에 관하여는 Z. 즈보날, D. 브래디, " 비동기적 CDMA 주파수선택 채널을 위한 코히어런트 및 별도로 코
히어런트한 멀티유저 검파기," Milcom '92, San Diego, CA(Oct. 11-14, 1992), Z. 즈보날, D. 브래디, " 동기적 C
DMA 주파수 선택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을 위한 서브옵티멈 멀티유저 검파기," Communication Theory Mini-Conf
erence, Orlando, FL(Dec. 6-9, 1992)를 참조한다. 첫 번째 논문에서, 행렬 FIR 필터로 이어지고 IIR 필터 뱅크가 
후속되는 " 무한 수평(infinite horizon)" 검파기를 가정하여 역상관이 수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을 가진다
: 1) 필터링이 비인과적(noncausal)이기 때문에 미래의 데이타값이 요구되고 2) 역행렬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터 
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동기화된 신호만이 고려되고 심볼간 간섭이 
무시되며, 역행렬로서 역상관이 실행된다. 이 방식은 비동기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고 심볼간 간섭을 다루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또한 역행렬 계산은 특히 시간에 따라 채널이 변할 때 상당한 비용을 소요할 수 있다. 끝으로 이들 논문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채널 효과를 신호가 정지하거나 새로운 신호가 개시되었을 때 변화하는 시그너쳐 시퀀
스 상관 효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가하는 무선통신 요구량은 무선통신 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을 최적화할 필요를 발생시킨다. CDMA기술은 큰 
시스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동 무선통신 환경에서의 CDMA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는 타 신호 간섭, 자기 간
섭, 및 ISI가 효과적 방식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 환경에서 효율적 방식으로 다수의 CDMA 신호를 복조하는 것이다. 다중경로 내
의 MLSE 결합 복조라고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수신된 다수의 CDMA 신호 및 그 신호의 반향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확률의 전송된 비트 시퀀스를 결정한다. 다중경로 내의 역상관 복조라고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전송된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CDMA 신호 레이를 역상관 시킨다, 다중경로 내의 의사(pseudo)-ML
SE 결합 복조라 지칭되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는, MLSE 방식을 수신된 신호와 다수의 CDMA 신호의 상관에 적용시
킨다. 세 가지 실시예는 모두 ISI 배제하지 않고 단일 신호 복조 또는 다중 신호 복조에 적용될 수 있다.
    

한번에 하나의 CDMA 신호에 대하여 작동하는 종래의 RAKE 수신기와 달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다수의 CDMA 
신호가 공동으로 복조될 수 있다. 또한 CDMA신호의 자기 상관 함수의 정보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하나
의 전송된 심볼과 다음 심볼과의 중첩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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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경로를 갖지 않는 결합 복조와 달리,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중경로 채널에 의하여 생성된 다중 신호 이미지를 이용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양한 시프트에서의 신호 자기상관 함수 및 신호 교차상관 값의 정보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또는 기타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특정 회로, 회로 부품, 기법 등의 실시예의 특정한 상세가 설명되나, 이
들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기술자들
은 특정의 상세한 설명을 벗어난 다른 실시예로 실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설명에 의하여 본 발명의 설명
이 불명료해짐을 방지함을 위하여, 공지된 방법, 장치, 및 회로 등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비록 이하의 설명이 
휴대용 또는 이동 무선전화 및/또는 개인용 통신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셀룰러 통신시스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나,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본 발명이 기타의 통신 방식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수신기에 제공되는 다수 또는 단일의 CDMA 신호뿐만 아니라 CDMA 신호의 특정 서브셋에도 적용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원하는 전송 신호 및 파일럿 신호의 두 신호의 결합 복조에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신호 및 다수의 파일럿 신호가 공동으로 복조될 수 있는데, 이때 포함된 파일럿 신호의 일부만이 원하는 신호의 
복조를 지원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실시예는 이하에서 다중경로 내의 MLSE 결합 복조라 지칭된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다수의 CDMA 신
호를 대한 가장 높은 확률의 정보 심볼 시퀀스가 결정된다. 그 기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복조 단계로부터 각 
CDMA 신호의 각 레이에 대한 채널 탭 계수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가설적 정보 심볼값의 특정 세트를 위하
여, 가설적 수신 신호가 구축될 수 있다. 실제 수신 신호 및 가설적 수신 신호간의 차이는 잔여 신호(residual signal)
로서 이는, 가설이 정확한 경우, 노이즈 신호가 된다. 수신 신호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신호는 이 잔여 신호가 갖는 에
너지를 최소화시킨다. 따라서 이 방식의 요점은 잔여 신호에서의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정보 심볼 시퀀스의 세트를 구
하는 것이다.
    

이는 수학적 형태로 간략히 표현될 수 있다. 다수의 CDMA 신호 x i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i는 신호 인덱스이다. 
각각의 신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임펄스 응답 hi(t)를 가지고 기저대역의 등가 채널을 통과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Tc는 칩 주기이고, c i(m)은 채널 램 계수이며, δ(t)는 t=0일 때 0이 아닌 디락 델타 함수(Dirac delta functio
n)이다. 채널 램 계수는 송신기의 효과를 포함하고 필터링 동작을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G. 프로아키스(Proaki
s), 디지탈통신, 제2판, 뉴욕 : 맥그로힐(1989)에 설명된 바와 같은 복소수 기저대역 채널 모델링을 사용하면, c i(m)
은 복소수값을 가진다. 칩마다 한번씩 표본화된 수신 신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 때, n(k)은 노이즈 시퀀스를 나타내고, bi(n)은 신호 i의 정보 심볼 시퀀스를 나타내며 xi(k)는 신호 i의 시그너쳐 
시퀀스를 나타낸다. 즉, N을 시퀀스의 길이라 할 때 k=O, …, N-1일 때 x i(k)는 0이 아니다. 정보 심볼은 2진수(±l), 
4진수(±1, ±j) 형태 또는 기타 M진수 형태일 수 있다. 또한, 정보는 차동 변조를 사용하여 하나의 심볼 주기에서 다
음으로의 정보 심볼 변화에 기초하여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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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는 시그너쳐 시퀀스 xi(k)를 알고 있고 채널 탭 계수 c i(m)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b i , h(n)는 신호 
i의 가설적 정보 데이타 시퀀스를 나타낸다. 정보 데이타 시퀀스의 특정한 가설적 세트에 대하여 가설적 수신 신호 B h

={bo,h (n), b 1,h ,(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잔여 신호는 차신호 R(k)-Rh(k)이다. 잔여 신호 내의 에너지는

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복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전체 표준 메트릭 J를 최소화하는 정보 시퀀스의 세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널 탭 값 Ci(m)은 k에 따라 느리게 변화하는 시간 변화값임을 주시하여야 한다. 엄격히 말해서 Ci(m)은 Ci(m, k)로 
대체되어야 하나, 이 변화는 채널 트래킹알고리즘에 의하여 트랙킹되기에 충분한 정도로 느리다고 가정한다.

    
데이타 표본들이 순차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수신된 데이타는 블록 내에서 처리되는데, 이때 각각의 블록은 최초로 
도달하는 신호 레이의 전체 이미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n번째 수신된 데이타 블록은 비트 시퀀스 인덱스 n까지의 정보 
비트 값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인덱스 n+1, n+2…의 비트값은 이들 데이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의 예
가 제5도에 도시되었다. 제1 신호, 신호 0은 채널 계수 C0(0)을 가지는 최초 도달 레이를 가진다. 2칩 주기만큼 지연
된 반향도 채널 계수 C0(2)을 가지고 역시 존재한다. 제2 신호는 각각 1 및 2의 상대적 지연과 C1(1) 및 C1(2)의 채
널 계수를 가진 2개의 레이를 가진다. 최종적으로 제3 신호는 가능한 최대 지연 N-1을 가지는 단일 레이를 가진다. 만
약 지연이 N으로 증가하면, 정보 비트 시퀀스 인덱스 n이 증가하여 상대적 지연이 실제로 0이 된다.
    

비터비 알고리즘(Viterbi algorithm)은 비트 시간 n-1에서 가설적 정보 심볼 값{b0(n-1), b1(n-1)…,}에 대응하
는 과거 상태를 갱신하여 구성되어, 비트 시간 n에서 가설적 정보 심볼값{b0 (n), b 1 (n)…}에 대응하는 현재 상태를 
얻게 된다. 여기서 다중경로 시간 분산 지연 확산이 하나의 심볼 주기보다 작다고 가정되는데, 이는 설명의 목적을 위한 
가정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거 상태는 비트 시간 n-2, n-3 에도 의존하게 된다.

    
각각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비터비 알고리즘은 가능한 이전의 상태를 고려한다. 각각의 가능성에 대하여 후보 메트릭
이 형성되는데, 이는 이전 상태의 누적된 메트릭에 이전 및 현재 상태 가설에 대응하는 델타 메트릭을 더한 것이다. 어
떻게 메트릭이 정의되느냐에 따라 최소 또는 최대의 후보 메트릭은 현재 상태에 대한 누적된 메트릭이 된다. 또한 이러
한 새로운 누적된 메트릭을 초래하는 이전의 상태는 그 현재 상태의 선행 상태가 된다. 어떤 시점에서, 최선의 메트릭을 
가진 현재 상태가 결정되고, 일련의 선행 상태들이 최선의 가설적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Rh(k)에 대한 표현을 J에 대한 표현으로 대체하면, 다중경로 내에서의 MLSE 결합 복조를 위한 예시적인 수신기 동작
이 얻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신기 동작은 데이타 블록 동작으로 그룹지워질 수 있다. 더 이상의 단순화 없
이, 채널 탭 추정치 및 가설화된 비트값은 수신된 데이타 R(k)의 블록 상에 가설적 수신값 R h(k)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데이타의 블록 상에서 추정된 J의 표현은 블록 또는 델타 메트릭을 발생시킨다.

데이타 블록 동작은 일반화된 비주기적 상관함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시퀀스 a(k)와 b(k)의 표준 비주기적 상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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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이때 *는 공액복소수를 나타낸다. 몇몇의 항들에 대하여는, j상의 합분(summation)의 끝수를 버려야 한
다(truncate). 이들 항을 위하여 일반적 비주기적 상관이 사용된다.

표준 비주기적 상관 함수는 s=0이고 f=N-1-|m|인 일반적 상관함수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결과되는 블록 또는 델타 메트릭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q=max{p,m}이고, r(k)는 R(nN)에서 R(nN+N-1)로의 데이타 블록이다.

델타 메트릭이 사전에 누적된 메트릭에 가산될 때, 그 다음 단계는 각각의 새로운 상태에 대하여 새롭게 누적된 메트릭
을 최소화하는 가설을 발견하는 것이다.

 - 10 -



등록특허 10-0357018

 
델타 메트릭은 모든 가설에 공통인 항들을 무시함으로써 단순화될 수 있다. 잔존하는 메트릭을 무효화함으로써 그 합이 
최대화될 다음의 델타 메트릭이 얻어진다.

이 때, K는 위에서 제공되었다. 윗 식에서 항 B는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를 가진 수신 데이타의 비주기적 상관의 함수
인 반면, 항 C는 데이타의 함수가 아니다. 또한 메트릭은 b i,h (n+1)과 같은 미래의 정보 심볼값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
는 비터비 알고리즘의 상태 수가 감소됨으로써 복잡성이 경감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제6도에는 전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예시적 수신기가 도시되었다. RF 수신기(600)는 다중경로에서 다수의 CDMA 신
호를 수신한다. 수신기는 예를 들어 코사인 및 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기저대역까지 합성 신호를 필터링하고 믹스하여 
복소수 표본 데이타를 발생시킨다. 수신 신호의 디지탈화는 여기서 참고 문헌으로서 사용된 예를 들어 폴 더블유, 덴트
(Dent)에게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049,059호 " 로그-폴라 신호 처리" 에 개시된 로그-폴라(Log-Polar)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이 데이타 표본들은 시그너쳐 시퀀스를 가진 데이타의 비주기적 상관을 계산하는 다
수의 프로그램 가능 부분 상관기(programmable partial correlators(PPCs); 601)로 보내진다. 각각의 PPC는 상이
한 시그너쳐 시퀀스에 상관된다. 최소의 레이의 도달에 대한 모든 상대적 지연 m에 대하여, PPC는 두 가지 비주기적 
상관 Cr,xi (N-m) 및 Cr,xi (-m)을 계산한다. 타이밍 제어장치(602)는 PPC 내의 데이타 블록킹을 제어한다(PPCs로
의 제어 라인은 도시되지 않음).

    
게이팅 기능부(603)는 다수의 비주기적 상관값 중에서 시프트마다 2개씩 반분 복소수 승산기(HCMs; 604)로 전달되
는 상관값을 결정하는데, HCM은 채널 트랙 킹 장치(605)에 의하여 제공되는 바와 같이 복소수 상관값과 복소수 채널 
행 추정값의 공액수의 곱의 실수부를 계산한다. 다음, 이러한 실수 곱은 비터비 프로세서(606)로 전달되는데, 비터비 
프로세서는 이 정보를 다양한 가설을 위한 델타 메트릭을 계산하고 새로운 상태의 누적 메트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한다. 게이팅 기능부(603)는 타이밍 제어장치(602)에 의하여 제어된다. 채널 트랙킹 장치(605)는 타이밍 제어 장치
(602)로부터 타이밍 정보뿐만 아니라 PPC(601)로부터 상관값도 수신하여 시간 변화 채널의 트랙킹이 가능하게 된다.
    

    
비터비 프로세서(606)는 또한 다양한 신호의 비주기적 자기 상관 및 교차상관 함수의 지식을 이용한다. 비터비 프로세
서(606)는 궁극적으로 모든 CDMA 신호의 정보 심볼 시퀀스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비터비 프로
세서로부터 어떻게 소프트 정보 역시 추출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정보란 예를 들어 콘벌루션 디코더
에 보내지는 ±1의 값 대신에, 높은 신뢰도를 갖는 값에 대하여 커지는 ±a(n)가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프트 
정보는 디코더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소프트 정보 계산은 수신된 데이타블록 내의 에너지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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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값을 비터비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도에는 프로그램 가능 부분 상관기(PPC)의 예시적 형태가 도시되었다. RF 수신기로부터의 복소수 칩 표본들은 두
개의 내부 탭 버퍼(700) 중 하나로 보내진다. 제6도의 타이밍 장치(602)는 데이타 스위치(707)에 신호를 제공함으로
써 두개의 탭 지연 라인 중 어느 것이 채워질 것인가를 제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블록이 채워지는 동안 하나의 데
이타 블록이 처리된다. 멀티플렉서(702)는 채워진, 즉 처리할 준비가 된 내부 탭 버퍼로부터 값들을 전달시킨다. 또한 
탭된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701)는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 또는 그 공액 복소수를 저장한다.
    

일단 하나의 블록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즉 하나의 탭된 버퍼가 채워지면, 비주기적 상관값이 계산될 수 있다. 이 값들
은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701)의 각 시프트 당 한 쌍씩 쌍으로 계산된다. 멀티플렉서(702)는 0,1,2 등의 매 시프트에 
대하여 칩 표본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복소수 승산기(CMs; 703)를 사용함으로써 순환 시프트 레지스터(701)의 값에 
곱해진다. 시프트 m에 대하여, 좌측으로부터 m개의 곱한 값들이 제1 합산기(704)로 보내지고, 합산기는 이들을 합하
여 비주기적 상관 Cr,xi (N-m)을 발생시킨다. 나머지 곱들은 제2 합산기(705)로 보내져, 합산되어 C r,xi (-m)을 발
생시킨다. 어느 곱들이 어느 합산기로 보내질 것인가의 결정은 스위치 장치(706)에 의하여 제어된다. 부분 또는 비주
기적 상관값들은 제6도에 도시된 게이팅 기능부(603)로 보내진다. 일단 이러한 두 개의 부분 상관이 계산되면, 순환시
프트 레지스터(701)가 우측으로 하나의 추가 시프트만큼 시프트되어 다른 부분 상관이 계산된다. 이 설명은 단지 PP
C 기능의 실행 방법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본 발명의 기술자들은 다른 실행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본 분야의 기술자는 또한 채널 트랙킹 장치(605) 내에서 여러 가지 채널 트랙킹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가 주어졌다. 비터비 방법에 있어서, 단지 채널 트랙킹을 목적
으로 갱신 결정 지연(update decision delay; updd)이 시간 n'=n-updd에서 과거 전송 심볼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이 결정되면, 수신 데이타와, 결정된 심볼값 및 추정된 채털 탭 계수가 예측하는 값간의 차이
인 에러 신호가 구성될 수 있다. 이 에러 신호는 채널 탭 계수 추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 적응 필터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갱신 결정 지연에 의하여 도입된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측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이 계산들을 어느 정도 생략하거나 근사화하여 어느정도 성능은 떨어지나 복잡하지 않은 수신기
를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 두 가지의 근사 계산을 고려하기로 한다.

첫 번째 근사 계산에서는, ISI를 야기하는 인접 심볼의 효과가 무시된다. 이는 만약 지연 m이 시퀀스 길이 N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으면 비교적 정확한 근사화가 된다. 이 경우에, 레이당 두개의 부분 상관 대신에, 수신기는 예를 들어 종
래의 RAKE 수신기의 경우와 같이 레이당 한번 데이타와 시그너쳐 시퀀스의 상관을 실행한다. 그러나 종래의 RAKE 수
신기와 달리 다중 CDMA 신호는 공동으로 복조되고, 시그너쳐 시퀀스 자기 상관 및 교차 상관 함수들이 이용된다.

그 결과, 비용함수 J는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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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r(k)은 데이타 블록 R(nN) 내지 R(nN + N + d -1)이며

d = 최초 레이의 도달에 대한 최대 반향 지연이다.

또한 모든 가설에 공통인 항을 무시하고 잔여 메트릭을 무효화하면 그 합이 최대화될 다음의 메트릭이 얻어진다.

항 B는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를 가진 수신 데이타의 상관 함수이며, 항 C는 데이타의 함수가 아니다. 또한, 메트릭은 가
설화된 과거 정보 비트값의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비터비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대신에 심볼 시간 n에서의 
다수의 신호 정보 심볼값 세트의 모든 가설을 고려하여 J' 메트릭을 최대화하는 심볼값 세트를 결정한다.

제8도에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동작하는 예시적 수신기가 도시되었다. RF 수신기(800)는 다중경로에서 다수의 CDM
A 신호를 수신한다. 이 수신기는 예를 들어 코사인 및 사인 함수를 이용하여 기저대역까지 합성신호를 필터링하고 믹스
하여 복소수 표본 데이타를 작성한다. 이 데이타 표본들은 다수의 상관기(801)로 보내지고, 상관기는 시그너쳐 시퀀스
를 가진 데이타의 상관값을 계산한다. 각각의 상관기는 상이한 시그너쳐 시퀀스에 상관된다.

타이밍 제어장치(802)는 게이팅 기능부(803)에 처리될 상관값을 지정한다. 각 CDMA신호에 대하여, 신호 레이당 하
나의 상관값이 처리된다. 게이팅 기능부(803)는 상관값을 반 복소수 승산기(HCMs; 806)로 전달하고, 승산기는 상관
값과 채널 트랙킹 장치(805)에 의하여 제공된 채널 탭 추정값의 곱의 실수부를 계산한다. 이 실수곱은 메트릭 프로세
서(806)로 전달되고, 프로세서는 이 정보를 다양한 정보심볼 가설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채널 트랙킹 장치(805)는 상관기(801)로부터 상관값을 수신하고 타이밍 제어장치(802)로부터 타이밍 정보를 수신하
며, 메트릭 프로세서(806)로부터 검출된 심볼정보를 수신한다, 이는 트랙킹 장치가 시간 변화 채널을 트랙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메트릭 프로세서(806)는 또한 다양한 신호의 비주기적 자기 상관 및 교차상관 함수의 지식을 이용한다. 메트릭 프로세
서(806)는 궁극적으로 모든 CDMA신호의 정보 심볼 시퀀스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메트릭 프로
세서로부터 어떻게 소프트 정보가 또한 추출될 수 있는지를 알고있다. 소프트 정보 계산은 수신 데이타 블록 내에서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 값을 메트릭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것이 요청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는 원하는 신호인 하나의 CDMA 신호만을 복조하는 단순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단일 신호 복조기이나, 
신호의 자기 상관 함수 및 ISI의 효과가 고려되는데 이는 종래의 RAKE 수신기의 경우와 상이하다. 앞의 실시예와 같이 
가장 적절한 전송된 심볼 시퀀스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터비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단지 하나의 신호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아래 첨자 i가 생략된다. 이때 일반적 메트릭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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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r(k)은 R(nN)내지 R(nN + N - 1)의 데이타 블록이다.

이전에 누적된 메트릭에 델타 메트릭을 가산하는 목적은 합산된 메트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가설에 공통인 항들을 무시하고 잔여 메트릭을 무효화하면 그 합이 최대화가 되는 다음의 델타 메트릭이 얻
어진다.

항 B는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를 가진 수신 데이타의 비주기적 상관 함수인 반면에, 항 C는 데이타 함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결과 얻어지는 수신기(도시되지 않음)는 제6도에 도시된 바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신호 체인 대신, 하나의 
PPC(601), 하나의 게이팅 기능부(603), 및 두개의 HCM(604)을 포함하는 하나의 신호 체인이 존재한다.

    
본 명세서에서 다중경로 내의 역상관 복조로 언급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시그너쳐 시퀀스의 공액과 
수신 신호의 상관을 정확히 예측하는 다수의 CDMA신호에 대한 새로운 채널 탭값 및 정보 심볼값이 결정된다. 그 기본
적 방식은 공지된 값(자기 상관 및 교차 상관값), 측정된 값(시그너쳐 시퀀스를 가진 수신 데이타의 상관값), 및 미지
의 값(정보 심볼값 및 새로운 채널 탭 계수)들의 항들로 방정식의 세트를 기입하는 것이다. 새로운 채널 탭 계수 및 검
출된 정보 심볼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방정식 세트의 해가 구해진다.
    

초기에는 수신된 데이타의 다양한 부분과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의 공액수와의 상관이 측정된다. RAKE 수신기의 경
우와 같이, 신호의 레이가 도달할 것으로 알려진 데이타의 부분 상에서 상관이 실행된다 이 측정된 상관은 Qr,xp(d)로 
표현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정의 비트 주기 n0, 소정의 신호 p, 소정의 지연된 레이 m0에 대하여 신호 p의 비트 주기 n0 동안의 레이 m0의 에너
지를 모으기 위하여 상관 Qr,xp(n0N +m0)이 실행된다.

수신된 신호는 각각 다수의 레이를 가진 다수의 신호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 신호들은 노이즈의 존재 하에 수신
되지만, 노이즈는 역상관 수신기에 의하여 모델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예시적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모델화 되는 수신
데이타 시퀀스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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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bi(n)은 i번째 신호의 n번째 정보 심볼이고, c i(m)은 i번째 신호의 m번째 레이 또는 채널 탭 계수이며, x i(k)는 
i번째 신호의 시그너쳐 시퀀스이다.

수신 신호에 대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면, 측정치 Qr.xp (n0 N + m0 )가 비트값, 채널 탭 계수, 및 비주기적 상관값과 관
련시킬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이는 공지된 측정값 및 공지된 비주기적 상관값을 브라켓 내의 미지수에 관련시키는 하나의 방정식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원리적으로 소정의 비트 주기 n0에 대하여, 상이한 레이 도달 시간 m0에 수신 데이타를 상이한 시그너쳐 시
퀀스 xp(k)에 상관시킬 수 있다. 이로부터 yi(n,m)으로 표시된 미지수에 대하여 풀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정식 
세트가 도출된다. 이 미지수는 곱 b i(n)ci(m)의 추정치이다. 채널 탭은 채널 간에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또는 예측된 채널 탭 값을 yi(n,m)에 비교하면 정보 심볼값이 나타나게 된다. 다중 채널 탭으로부터의 결과들은 RAK
E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검출값 bi(n)det 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검출 통계식이 얻어진다.

예를 들어 만약 정보 심볼이 이진수이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차등 변조가 사용 되어야할 경우에는 다음의 차동 검출 통계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RAKE 수신기와 달리 우선 항 y i(n,m)을 구하기 위한 역상관 프로세스가 우선 요청된다.

m-m0 , 즉 레이 도달 시간의 차이가 [-(N-1), N-1]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N-1보다 크거나 -(N-1)보다 작은 시
프트에 대한 비주기적 상관값이 0이고, n상의 합산이 n0 -1, n0 , 및 n0 +1을 커버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측정된 상관값은 현재, 이전, 및 다음의 전송 심볼만의 함수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된다.

    
이 방정식이 이전, 현재, 및 다음의 심볼값을 포함하고, 처리가 시간에 대하여 순차적이기 때문에, 브라켓된 항의 해를 
구하기에 충분한 방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방정식들은 모두 과거 및 미래 방정식에 링크되어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S.S.H 위자야수리야, G.H. 노튼, J.P. 맥기한, " DS-CDMA 시스템 내의 멀티유저 검파기를 위한 원근 저항 
슬라이딩 윈도우 역상관 알고리즘, " Proc. Globecom '92, Orlando, FL, pp.1331-1338 (Dec. 1992)에서 논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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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해를 구하는 기법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방식에 따라 동작하는 예시적 수신기가 제9도에 도시되었다. RF 수신기(900)는 I 및 Q 기저대역 파형까
지 필터링되고 믹스된 다수의 CDMA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들은 표본화되고 양자화되어 복소수 수신 데이타값이 산
출된다. 이들은 다수의 상관기 (901)로 보내지고, 각 상관기는 특정 시그너쳐 시퀀스에 상관된다. 이 채널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을 가진 것으로 가정되고, 따라서 전송 심볼당 다수의 상관값이 보존된다. 복조에 사용되도록 선택된 상관값
은 타이밍 제어장치(902)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장치는 전송 심볼 주기당 신호 레이 당 일회 값을 통과시키도록 게
이팅 기능부(903)에 신호를 공급한다. 상이한 CDMA 신호들이 시간 정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즉 비동기 적일 수 있
으므로, 게이트는 동시에 폐쇄될 필요가 없다. 상관값들은 결정 알고리즘 장치(904)로 전달되고, 이 장치는 이 정보를 
각 CDMA 신호의 전송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채널 트랙킹 장치(905)는 각 상관기로부터 다수의 
상관값을 수신하여, 이를 트랙 신호 레이위치 및 채널 탭 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예시적 수신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이는 채널 탭의 지식을 이용하여 역상관 레이들의 코히어런트 조합
을 실행한다. 둘째, 이는 비인과적 필터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이는 비동기 신호를 허용하고, 심볼간 간섭 문제
를 극복한다. 마지막으로, 레이 조합 단계가 채널 성질을 이용하는 반면 이 역상관 단계는 신호 교차상관 성질을 이용한
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성질들은 분리되어 유지되고, 하나의 성질이 다른 성질에 독립하여 적응되는 것이 가능하다.

    
결정장치(904)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는 예시적 방법이 제10도에 도시되었다. 블록(1000)에서, 게이팅 기능부(903)
로부터 상관값이 수신되고 저장된다. 충분한 수의 상관값이 이용가능해지면, 블록(1002)에서 소정의 비트 주기 n 동안 
주어진 yi(n,m)에 대하여 방정식 세트의 해가 구해진다. 채널 트랙킹 장치(905)로부터 수신된 채널 탭계수는 블록(1
004)에서 모든 i값(즉, 모든 신호)에 대하여 신호 bi(n)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는 블록(1006)에서 결정되고 
채널 트랙킹 장치(905)에 공급되는 새로운 채널 탭 계수의 측정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기술자들은 채널 트랙킹 장치(905) 내에 여러 가지 채널 트랙킹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 기재
된 방법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을 알수 있다. 결정 장치 내에서, y i(n, m)의 양이 구해진다. 일단 심볼값 bi(n)이 결
정되면(이는 결정 지연을 요구할 수 있음), 채널 탭 ci(m)의 새로운 추정치가 y i(n, m)/b i(n)에 의하여 주어진다. 만
약 값 bi(n)을 이진수라 가정하면, 나누기는 곱셈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추정치를 이전의 추정치와 평균
하기 위하여 단순 지수적 평활화 필터가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신호에 관련된 레이값을 역상관 시키기 위하여 잡음 백지화(noise whitening)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잡음 백지
화 기법은 Z.즈보날, D.브래디," 동기적 CDMA 주파수 선택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을 위한 서브옵티멈 멀티유저 검파기," 
Communication Theory Mini-Conference, Orlando, FL(Dec. 6-9, 1992)에 논의되어 있다. 그리하여 결정 장치
(904)에서, 특정 i(즉 특정 사용자)에 연관된 양 y i(n, m) 및 특정 n(즉 특정 심볼 주기)이 조합 과정 이전에 잡음 백
지화 과정을 통과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또한 역상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 제곱 추정(MMSE)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중경로 시분산이 없는 경우의 
이 기법의 예가 Z. 지(Xie), R.T. 쇼트(Short), 및 C.K. 러쉬포스(Rushforth), " 코히어런트 멀티유저 통신을 위한 
서브옵티멈 검파기," IEEE Journal on Selected Areas in Communications, vol. 8, pp. 683-690(May 1990)에 
설명되어 있다. 다중경로 시분산이 있을 때, 이 기법은 m=m 0 , n=n 0 , i=p일 때 항 C xi,xp (m-m0 +(n-n0 )N)에 잡
음 출력에 비례하는 값을 더하여, 즉 각 방정식의 상관항의 하나에 값을 더하여 실행될 수 있다. 이는 잡음이 평탄 스펙
트럼을 가지는 백색 잡음이라 가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값들은 상관되는 잡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항들에 더
해질 수 있다.

제1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이러한 계산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근사화함
으로써 성능은 다소 떨어지나 복잡성이 감소된 수신기를 제작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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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우에 따라서 ISI를 야기하는 인접 심볼의 효과가 무시될 수 있다. 만약 지연 m이 시퀀스 길이 N에 비하여 짧으
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사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 n 0 번째 전송 심볼에 대한 측정은 다중 CDMA 신호의 
n0 번째 전송 비트에 대하여 풀기에 충분한 수의 방정식을 성립시킨다. 각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이때 yi(n0 ,m)은 해가 구하여져 추정치 b i(n0 )ci(m)를 산출하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n 0 에 대하여, 미지수 y

i(n0 ,m)에 관한 방정식 세트를 풀고 다음의 검출 통계를 이용함으로써 심볼 b i(n0 )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예시적 수신기는 제9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ISI를 무시하는 대신에 제2 근사화를 위하
여 다른 CDMA 신호가 무시된다. 이는 단일 신호 검파기를 제공한다 이 방식으로 동작하는 예시적 수신기의 구조는 예
를 들어 단지 하나의 상관기(901) 및 하나의 게이팅 기능부(903)만을 가지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9도와 유사하다. 해
를 구하는 방정식은 다음의 형태를 가진다.

이때 yp(n, m)은 해가 구해지는 미지수이고, 이는 b p(n) 및 cp(n)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 및 제2 근사화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3 근사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ISI를 무시하는 단일 신호 검파기이
다. 그 결과 비트 시간 n0에 정보 비트에 관하여 풀 수 있는 역상관 방정식의 세트가 기입될 수 있다. 각 신호 레이에 
대하여 다음 형태의 방정식이 하나씩 존재한다.

이 방정식 세트는 상이한 레이 m에 대한 y p(n0 ,m)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검파된 통계는 앞의 경우와 같이 
다음 식에 의하여 형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에는 본 명세서에서 다중경로 내의 의사-MLSE 복조라고 부른다. 이 실시예에 따르면 제공된 
데이타가 잡음 상관값이라 가정하고 다수의 CDMA 신호에 관한 최대 우도 정보 비트 시퀀스가 결정된다. 실제로는 이 
잡음이 상관 이전에 추가되기 때문에 MLSE 방법뿐만 아니라 의사-MLSE 방법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
-MLSE가 실행이 더욱 용이하다.

    
그 기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복조 단계로부터 각 CDMA 신호의 각 레이에 관한 채널 탭 계수의 지식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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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가설적 정보 심볼값의 특정 세트에 대하여 가설적 상관값을 구성할 수 있다. 측정된 상관값
과 가설적 상관값간의 차이가 잔여 신호이며, 이는 가설이 정확한 경우 잡음 신호의 한 형태가 된다. 상관값을 가장 정
확히 예측하는 가설이 이 잔여 신호 내의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 따라서 이 방법의 요점은 잔여 신호 내의 에너지를 최
소화하는 정보 심볼 시퀀스의 세트를 발견하는 것이다. 신호 레이에 대응하는 상관값은 추가의 백색 가우스 잡음에 의
하여 열악화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 데이타" 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모델화된다.
    

이때 Z(n0 N · m0 )는 잡음 표본으로 가정된다. 그 목적은 z(t)과정 내의 전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정보 심볼값을 구
하는 것이다. 전술한 역상관 수신기와 달리 채널 탭 계수는 이 경우에 " 공지된" 부분에 속하고, 단지 비트값만이 " 미
지값" 으로

남겨진다.

소정의 심볼 주기 n0 동안 각 신호의 각 레이 상에서 상관이 실행된다. 본질적으로 n 0 은 고정되고, 상이한 m0 및 p값들
은 Qr,xp (n0 N + m0 )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상의 표현에 따르면 이 측정은 비트 주기 n 0 -1, n0 및 n0 +1 동
안의 심볼값에 종속된다.

그리하여 심볼 주기 n0 -1,n0 및 n0 +1에 대한 하나의 심볼 주기가 상정된다. 그러면 각각의 가설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잡음 표본의 추정이 얻어질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추정된 잡음 시퀀스 내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일관된 가설의 세트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MLSE 방법의 경우와 같이 비터비 알고리즘이 응용될 수 있다. 심볼 주기 n0 동안의 측정에 있어서, 이전의 상태는 {b

0 (n0 -1), b0 (n0 ), b 1 (n0 -1), b1 (n0 )…}의 모든 가능성이 된다. 현재 상태는 {b 0 (n0 ), b 0 (n0 +1), b1 (n0 ), b 1 (
n0 +1)}의 모든 가능성이 된다. 따라서 이전 상태로부터 현재 상태로의 전환은 가설 {b 0 (n0 -1), b0 (n0 ), b 0 (n0 +1), 
b1 (n0 -1), b1 (n0 ), b 1 (n1 +1), …}의 가설에 대응한다. 다만 이전 및 현재 상태에서 b i(n0 )가 동일한 일관된 변환만
이 고려된다.

각 가설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 관한 후보 메트릭은 이전의 상태 메트릭과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대응하는 델타 메트릭
의 합이 된다.

이때 m0 에 관한 합산은 신호 p가 레이를 가지는 값에 관한 합산이다. 이 메트릭의 목적은 전체 메트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각 항들은 다음과 같이 재배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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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에 관한 합산은 m에 관한 합산의 경우와 깊이 모든 레이를 커버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적은 수의 측정을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MLSE의 경우와 같이, 메트릭은 확산될 수 있고 모든 가설에 공통인 항들은 삭제될 수 있다. 이로부터 그 전체 메트릭
이 최대화될 다음의 델타 메트릭이 유도된다.

    
전술한 논리에 따라 동작하는 예시적 수신기의 블록도가 제11도에 도시되었다. RF 수신기(1100)는 I 및 Q 기저대역 
파형까지 필터링되고 믹스된 다수의 CDMA 무선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들은 표본화 및 양자화되어 복소수 수신 데
이타값을 산출한다. 이들은 다수의 상관기(1101)로 보내지는데, 각각의 상관기는 특정 시그너쳐 시퀀스에 상관된다. 
채널은 다중경로 시간 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어, 전송 심볼당 다수의 상관값이 보존된다. 복조에 사용되는 상관
값은 타이밍 제어장치(1102)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제어장치는 전송심볼 주기당 하나의 값
    

    
을 통과 시키도록 게이팅 기능부(1103)에 신호를 공급한다. 상이한 CDMA 신호들이 시간정렬 되어있지 않을 수 있으
므로, 즉 비동기적일 수 있으므로, 게이트들은 항상 동시에 폐쇄될 필요는 없다. 상관값들은 비터비 장치(1104)로 전
달되고, 이 장치는 이 신호를 각 CDMA 채널의 전송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채널 트랙킹장치(1105)
는 각 상관기(1101)로부터 다수의 상관값을 수신하여 이를 신호 레이 위치 및 채널 탭 계수를 추정하고 트랙킹하기 위
하여 사용한다.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채널 트랙킹 장치에 다수의 트랙킹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본 명세서에는 하나의 
예만이 기재되었다. 비터비 알고리즘 내에서 채널 트랙킹의 목적만을 위하여 과거의 어떤 시기에 전송된 심볼값을 결정
하기 위하여 갱신 결정 깊이(update decision depth)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값들이 결정되면, 수신 데이타와 결정된 
심볼값 및 추정된 채널 탭 계수가 예측하는 값과의 차이인 에러 신호가 구성될 수 있다. 이 에러 신호는 채널 탭 계수 
추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 적응 필터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갱신 결정 깊이에 의하여 도입된 지연
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측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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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예에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이 계산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근사화함으로써 성능이 
다소 저하되나 구조가 간단한 수신기를 제작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이하에서 세 가지 근사화 방법이 고려된
다.

제1 근사화 방법에서, ISI를 야기하는 인접 심볼의 효과가 무시된다. 이는 시퀀스 길이 N에 비하여 지연 m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정확한 근사 계산이 된다. 이 경우에 n번째 전송된 심볼에 대하여 취해진 측정치는 직접 n0번째 심볼주기 
비트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비터비 트렐리스(trellis)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심볼 주기 n 0 에서의 각 심
볼 가설에 대하여, 검출된 심볼들은 다음의 메트릭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때

구조는 제11도와 동일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비터비 프로세서(1104)가 메트릭 프로세서로 대체되었다.

메트릭 프로세서는 {b0 (n0 ), b 1 (n0 ), …}의 각각의 가능한 가설에 대하여 j'h(n0 )를 계산한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어
느 가설이 최대의 J'h(n0 )을 얻도록 하는가를 결정한다. 이 가설은 검출된 정보 심볼값을 제공한다.

제2의 근사화 방법에서는, ISI를 무시하는 대신에, 다른 CDMA 신호가 무시된다. 이는 신호 p를 위한 단일 신호 검파
기를 제공한다. 그 형태는 단지 하나의 상관기(1101) 및 하나의 게이팅 기능부(1103)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1도와 유사하다. 비터비 프로세서는 {bp(n0 -1), b p(n0 )}와 연관된 이전의 상태를 가진다. 현재의 상태는 {b p(n

0 ), b p(n0 +1)1의 모든 가능성이 된다. 따라서, 이전 상태로부터 현재 상태로의 변환은 가설{b p(n0 -1), b p(n0 ), b p

(n0 +1)1에 대응한다, 델타 메트릭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때

최종적으로, 제1 및 제2 근사화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제3의 근사화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는ISI를 무시하는신호 p를 
위한 단일 신호 검파기이다. 이 경우에 n번째 전송된 심볼에 대하여 취해진 측정값은 n번째 심볼 주기 비트값을 결정하
기 위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고, 비터비 트렐리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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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주기 n0 에서의 각 비트 가설에 대하여, 검출된 비트들은 다음의 메트릭을 최대화하는 비트들이다.

이때

이 구조는 비터비 프로세서(1104)가 메트릭 프로세서로 대체되고 단지 하나의 상관기(1101) 및 하나의 게이팅 기능
부(1102)만을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 제11도와 동일하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을 예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
의 기술자들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본 발명을 그 구체적 실시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변경 및 변형은 이하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원리 및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신된 신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복소수 데이타 표본들의 블록들로 수집하기(collecting)위한 수단;

데이타 표본들의 상기 블록들을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signature sequence)의 시프트들과 비두기적
으로 상관시키기(aperidically correlating) 위한 수단;

소정 개수의 상기 비주기적 상관값들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

상기 선택된 비주기적 상관값들과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의 곱의 실수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 및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곱의 상기 실수부를 결합하기(combinig)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수단은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의 시간 변화를 추적하기(tracking) 위한 수단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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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수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터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는 다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jointly) 복조되는 다
수의 CDMA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5.

수신된 신호로부터 다수의 CDMA 신호를 공동으로 복조하기 위한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상기 데이타 표본들과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와의 상관값들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

소정 개수의 상기 상관값들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

상기 선택된 상관값들과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과의 곱의 실수부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 및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메트릭(metric) 프로세서에서 상기 선택된 상관값들과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과의 곱의 실수부들을 결합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수단은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의 시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7.

수신된 신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복소수 데이타 표본들의 블록들로 수집하는 단계;

데이타 표본들의 상기 블록들을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들과

비주기적으로 상관시키는 단계;

소정 개수의 상기 비주기적 상관값들을 선택하는 단계;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를 추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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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비주기적 상관값들과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과의 곱의 실수부를 형성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곱의 상기 실수부들을 결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단계는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의 시간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터비(Viterb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수신된 신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수신기 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각각의 시그너쳐 시퀀스에 대한 다수의 상관값을 생성하도록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
퀀스에 상관시키기 위한 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 각각의 신호 레이(signal ray) 각각에 대한 상기 다수의 상관값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수단;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 및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들을 구하기(solve for)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들 각각의 신호 
레이 각각에 대한 상기 선택된 상관값들 및 상기 채널 탭 계수들을 사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역상관
시키기(decorrelating)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역상관 수단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의 하나의 심볼 주기에 대응하는 상관값들만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12.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는 단계;

각각의 시그너쳐 시퀀스에 대한 다수의 상관값들을 생성하도록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에 상관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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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 각각의 신호 레이 각각에 대한 상기 다수의 상관값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를 추정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들을 구하기 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들 각각의 신호 레이 각각에 
대한 상기 선택된 상관값들 및 상기 채널 탭 계수들을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역상관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역상관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의 하나의 심볼 주기에 대응하는 상관값들만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가 다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복조되는 다수의 
CDMA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가 다수의 CDMA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역상관 단계는 다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의 해를 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역상관 수단은 노이즈 백색화(noise whitening)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
기.

청구항 17.

다중경로 환경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수신기에 있어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각각의 신호 시퀀스에 대한 다수의 상관값을 생성하도록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
에 상관시키기 위한 수단;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 각각의 신호 레이 각각에 대한 상기 다수의 상기 상관값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수
단;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 및

비터비 프로세서, 상기 선택된 상관값들 및 상기 채널 탭 계수들을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은 적어도 하나의 CDMA신호의 단일 심볼 주기에 대응
하는 상관값들만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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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수단이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에서의 시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20.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는 단계;

각각의 신호 시퀀스에 대한 다수의 상관값을 생성하도록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적어도 하나의 공지된 시그너쳐 시퀀스
에 상관시키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 각각의 신호 레이 각각에 대한 상기 다수의 상기 상관값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을 추정하는 단계; 및

비터비 프로세서, 상기 선택된 상관값들 및 상기 채널 탭 계수들을 사용하여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심볼 시퀀스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비트 시퀀스를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의 단일 심볼 주기에 대응
하는 상관값들만을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추정 단계가 상기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에서의 시간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수신된 신호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CDMA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데이타 표본들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

상기 데이타 표본들을 복소수 데이타 표본들의 블록들로 수집하기 위한 수단;

다중경로 채널 탭 계수들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

상기 채널 탭 계수를 사용하여 예측된 수신 데이타 표본들의 블록들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

다수의 블록 메트릭(metric)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수신 데이타 표본들의 블록들과 상기 예측된 수신값들의 블록들
간의 차이의 평방치(magnitudc square)를 합산하기 위한 수단; 및

적어도 하나의 전송된 정보 데이타 시퀀스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블록 메트릭을 결합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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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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