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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 데이타 경로(165),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 및 수신 신호 강도 표시기(RSSI) 경로(163) 사이의 
복조기 하드웨어를 시간-공유함에 의해, 전체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가 게이트 카운트 증가가 낮은
채로 확산 스펙트럼 가입자 유닛 수신기의 복조기(140)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주 데이타 경로(165)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는 복소 공액 발생기(270), 복소 승산기(280), 및 실수 성분 추출기(290)를 
시간-공유한다.  그러나, 타이밍 요구로 인해, 주 데이타 경로의 채널 추정 필터(240)는 전력 제어 데이
타 경로와 시간-공유될 수 없다.  대신에, 동적 계수 스케일링이 RSSI 경로(163)내의 무한-기간 임펄스 
응답(IIR) 필터에 가산되어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가 RSSI 경로(163)와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 사이에서 시간-공유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무선 전화 가입자 유닛을 포함하는 DS-CDMA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도2는 도1에 도시된 복조기의 블럭도.

도3은 도2에 도시된 동적 계수 스케일링 기능을 가진 무한-기간 임펄스 응답(IIR) 필터의 블럭도.

도4는 도2에 도시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의 별예의 블럭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40 : 복조기

150 :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

161 :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

163 : RSSI 경로

165 : 주 데이타 경로

202 : 파일럿 상관 신호

204 : 데이타 상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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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Fuyun Ling 등에 의해 1996년 3월 29일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08/624,329호인 '확
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의 복조 및 전력 제어 비트 검출 방법 및 장치'의 일부 계속 출원이다.  이 
관련 출원은 본 출원의 양수인에게 양도되며, 본 명세서에 참조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확산  스펙트럼  무선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접  순서  코드  분할  다중 
억세스(DSCDMA) 통신 시스템에서의 전력 제어 채널 추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순서 코드 분할 다중 접속(DS-CDMA)으로 공지된 직접 순서 확산 스펙트럼 기술을 사용
하는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 중의 한 유형은 전기 통신 산업 연합(TIA)에 의해 채택된 잠정 표준 IS-
95 규격에 의해 관장된다.  유사한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인 디지탈 통신 시스템(DCS) 1900은 1900MHz에
서 동작한다.  이러한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등에서, 개별 신호는 광대역 의사잡음(pseudonoise) 
코드를 사용하여 확산되고 다음으로 광 무선 주파수(RF) 대역 상에 전송된다.  확산 스펙트럼 수신기는 
신호 확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된 광대역 신호를 반확산(despread)함으로써 의
도된 신호를 얻는다.

많은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으로부터 가입자 유닛까지의 다운링크 전송은 파일럿 채널 
및 다양한 트래픽 채널을 포함한다.  모든 가입자 유닛은 파일럿 채널을 디코드하고, 그러므로, 모든 가
입자 유닛은 파일럿 채널의 확산 코드를 안다.  그러나 각각의 트래픽 채널은 단일 가입자 유닛에 의해
서만 디코드되도록 의도된다.  그러므로, 기지국은 한번에 한 가입자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각각의 트
래픽 채널과 개별 확산 코드를 인코드한다.

특정 CDMA 시스템에 있어서, 트래픽 채널 다운링크 신호는 기지국이 그 커버리지 영역내에서 가입자 유
닛의 전송 전력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데이타 스트림내의 전력 제어 표시기를 포함한다.  전력 
제어 표시기를 추출한 후에, 가입자 유닛은 전송 전력을 조절함에 의해 전력 제어 명령에 응답한다.  이
러한 전력 제어 방법은 패이딩(fading) 또는 블러킹(blocking)과 같은 채널 조건의 변화를 수용하며, 스
펙트럼 효율을 유지하고 시스템내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효율적이고 유효한 전력 제어는 시스템 성능에 있어서 필수이다.  실제로, IS-95 규격의 6.1.2.4.2항은 
가입자 유닛이 전력 제어 표시기의 500msec 동안의 수신내의 전력 제어 명령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처리 요구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고도 트래픽 채널 다운링크 신호내에 포함된 확산 스펙트럼 
전력 제어 표시기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출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주 데이타 경로,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 및 수신된 신호 강도 표시기(RSSI) 경로 사이에서 복조기 하드
웨어를 시간-공유함에 의해, 확산 스펙트럼 가입자 유닛 수신기의 전체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는 게이트 
계수가 낮게 증가하고도 이행될 수 있다.  주 데이타 경로 및 전력 제어 경로는 복소 공액 발생기, 복소 
승산기, 및 실수 성분 추출기를 시간 공유한다.  타이밍 요구로 인해, 주 데이타 경로의 채널 추정 필터
는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와 시간-공유될 수 없다.  대신, 동적 계수 스케일링은 RSSI 경로내의 무한-기
간 임펄스 응답(IIR)에 추가되어,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는 RSSI 경로와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 사이에서 시간 공유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1은  무선  전화  가입자  유닛(101)을  포함하는  DS-CDMA  통신  시스템(100)의  블럭도이다.   가입자 
유닛(101)은 음성 신호를 수신하는 마이크로폰(125)를 가진다.  가입자 유닛(101)은 전송기(120)을 사용
하는 통신 채널을 통한 확산 스펙트럼 전송을 위한 음성 신호를 준비한다.  전송 신호는 듀플렉서(113)
를 통해 안테나(105)를 통과한다.  확산 스펙트럼 기지국 수신기(190)과 같은 상보형 통신 장치는 통신 
채널을 통해 가입자 유닛(101)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도록 안테나(195)를 사용한다.  송수신기(190)은 또
한 통신 채널을 통해 안테나(105)에 의해 수신된 트래픽 채널 및 파일럿 채널 신호를 가입자 유닛(101)
로 전송한다.

수신된 신호는 듀플렉서(113)을 통해 수신기(130)에 이른다.  수신기(130)은 RF 전단부(115), 아날로그-
디지탈(A/D) 변환기(116), 복조기(140), 디코더(170), 디지탈-아날로그(D/A) 변환기(180), 및 음성 증폭
기(185)를  포함한다.   복조기는  양호하게는  3개의  핑거(152,  154,  156)을  가진  레이크  브랜치 
관련기(150)를 가진다.  레이크 브랜치 관련기(150)의 3개의 핑거 각각으로부터의 파일럿 상관 신호 및 
데이타 상관 신호는 심볼 레이트 프로세서(160)의 RSSI 경로(163),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 및 주 
데이타 경로(165)으로 전송된다.  RSSI 경로(163)의 출력은 마이크로프로세서(117)로 접속된다.  마이크
로프로세서(117)는 전체 가입자 유닛(101)을 통해 데이타, 어드레스, 인터럽트, 및 제어 라인을 처리한
다.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가입자 유닛(101)의 다른 소자에 접속되지만, 이러한 접속은 도면을 간단
하게 하기 위해 도시되지 않는다.

주 데이타 경로(165)의 출력으로부터 주 데이타 신호는 디코더(170)으로 접속된다.  디코드된 심볼은 스
피커(135)  상의 수신 신호의 음성 재생을 위해 D/A 변환기(180)  및 음성 증폭기(185)으로 전송된다.  
Fuyun Ling 등에 의해 1996년 3월 29일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08/624,329호에서 설명된 것처럼, 
거의  최적의  DS-CDMA  다운링크  수신기  성능은  통신  채널이  위상  및  이득을  추정하도록  주  데이타 
경로(165)내의 저 대역 필터를 사용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의 최적의 성능을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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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서 1 내지 2 밀리초 단위의 복조 지연을 초래한다.

음성 통신에서는 그러한 크지 않은 지연은 허용되나, 기지국으로부터의 트래픽 채널 다운링크로 전송되
고 가입자 유닛에서 수신되는 전력 제어 표시기의 검출 및 복조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
면, IS-95 규격에 의하면 가입자 유닛 출력 전력이 가입자 유닛에 의한 전력 제어 표시기의 수신의 500
밀리초내의 최종 값의 0.3dB 내에 설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전력 제어 표시기 검출에 필요한 시간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력 제어 표시기는 인코드되지 않으며,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의 출력으로부
터의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는 디지탈 시그널 프로세서(DSP: 119)로 직접 전송된다.  따라서, 전력 제어 
표시기 및 주 데이타 트래픽 채널 신호는 분리된 복조 경로를 가진다.  그러나 특정 응용예에 있어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117)는 DSP(119) 대신에 복구된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복조기(140)의 블럭도이다.  트래픽 채널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전력 제어 표시기
를 검출하는데 있어서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복조기(140)의 심볼 속도 프로세서(160)은 전력 제어 표
시기와 주 데이타 트레픽 채널 신호를 분리하여 복조한다.  특히, 심볼 속도 프로세서(160)은 복조 지연
이  작거나  또는  없는  트래픽  채널내에  내장된  전력  제어  표시기의  복조를  위해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을 채택하며, 긴 지연을 가진 주 데이타 경로(165)는 주 데이타 신호의 거의 최적의 복조를 위
해 적당하다.

기능적으로는, 주 데이타 경로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는 동일하다.  이들은 채널 추정 필터의 수행에 
있어서만 상이하다.  이러한 필터들은 데이타를 간섭적으로 복조하는데 필요한 통신 채널 이득 및 위상
의 추정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주 데이타 경로(165)는 복구된 데이타 열내의 지연을 초래하면
서 성능을 최적화한다.  예를 들면, 61 탭 유한-기간 임펄스 응답(FIR) 필터는 1.5밀리초 지연되면서 거
의 최적의 성능을 낸다.  이러한 FIR 필터는 등가 IIR 필터로 대치될 수 있으며, 4차계 IIR 필터는 동일
한 지연을 가지고 유사한 성능을 낸다.  대조적으로,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에서의 통신 채널 추정은 
IS-95 규격에 따라 500밀리초보다 작은 지연을 가져야 하며, 고속 채널 추정 필터는 1-극점 IIR 필터와 
함께 수행된다.  IIR 필터로부터의 결과 데이타 열은 무시할 만한 지연을 가진다.

동작 동안,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은 라인(202) 상에 파일럿 상관 신호를 생성하고 라인(204) 상에 
데이타 상관 신호를 생성한다.  파일럿 상관 신호는 RSSI 경로(163),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 및 
주 데이타 경로(165)에 접속된다.  주 데이타 경로(165)에서, 채널 추정 필터(240)는 통신 채널 위상 및 
이득을 표시하는 복소수를 추정한다.  복소 공액 발생기(270)는 채널 추정 필터(240)의 출력의 복소 공
액을 취한다.  복소 승산기(280)은 이러한 복소 공액을 지연 소자(210)을 사용하는 선정 시간량 동안 지
연될 스위치(205)에 의해 선택된 라인(204)로부터의 데이타 상관 신호와 승산한다.  지연 소자(210)내의 
지연값은 채널 추정 필터(240)에 의해 야기된 지연과 동등하다.  마지막으로, 실수 성분 추출기(290)은 
간섭적인 검색 공정을 종료하고 주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도록 복소 승산기(280)의 출력의 실수 성분을 
취한다.

주 데이타 경로(165)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가 거의 동일하므로, 2 데이타 경로는 하드웨어를 
최소화하도록 시간-공유 방법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복소 공액 발생기(270), 복소 승산기(280), 및 
실수 성분 추출기(290)은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와 주 데이타 경로(165) 사이에서 시간 공유된다.  
그러나, 주 데이타 경로와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에 대한 채널 추정 필터는 어떠한 공통 회로도 공유하
지 않는다.  대신에, RSSI 경로(163)내의 1 극점 IIR 필터(250)는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포함하여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와 시간 공유될 수 있다.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에 있어서, 라인(202) 상의 파일럿 상관 신호는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으로 전송된다.  채널 추정 필터(240)과 같이, 이러한 1-극점 IIR 필터는 또한 통신 채널 
위상 및 이득을 표시하는 복소수를 추정한다.  IIR 필터(250)는 채널 추정 필터(240)처럼 최적은 아니지
만, 적은 지연을 생성하게 된다.  복소 공액 발생기(270)는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의 
출력의  복소  공액을  취하고  복소  공액을  복소  승산기(280)로  접속시킨다.   스위치(205)는  지연 
소자(215)를 통해 라인(204) 상의 데이타 상관 신호를 선택한다.  지연 소자(215)내의 지연값은 동적 계
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에 의해 야기된 약간의 지연과 동등하다.  실수 성분 추출기(290)은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를 생성하도록 복소 승산기(280) 출력의 실수 성분을 취한다.

스위치(205)는 지연 소자(210) 또는 지연 소자(215)에 라인(204)로부터의 데이타 상관 신호를 제공한다.  
복조기 제어 유닛(155)은 복조기 유닛(140)내에 스위치(205)의 동작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공유를 제어
한다.  복조기 제어 유닛(155)이 주 데이타 신호가 처리될 것을 표시하는 경우, 스위치(205)는 데이타 
상관 신호를 지연 소자(210)에 제공하고, 복조기 제어 유닛(155)가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가 처리될 것
을 표시하는 경우, 스위치(205)는 데이타 상관 신호를 지연 소자(215)에 제공한다.  두 지연 소자(210, 
215)는 선입 선출(FIFO) 버퍼로서 수행된다.  지연 소자(215)의 지연은 양호하게는 IS-95 규격에 맞도록 
500마이크로초 미만이다.  복조된 전력 제어 데이타 및 복조된 주 데이타가 상이한 지연값을 가지더라
도, 이러한 지연값은 고정되며 공지된다.  그러므로, 복조된 신호의 속성에 대한 혼돈은 없다.

DS-CDMA 시스템을 참조할 때 전력 제어 비트가 언코드되고 언코드 신호에 대한 에러율 곡선이 필요한 신
호 대 잡음 비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평평하므로 전력 제어 데이타를 개별적으로 복조하는 이러한 접
근법은 실행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는 전력 제어 표시기를 
복조하고 검출하도록 지연이 없거나 적은 통신 채널 위상 및 이득을 추정한다.  그러한 0 또는 짧은 지
연 채널 추정기를 사용함에 의해 생성된 전력 제어 표시기의 에러비는 충분한 지연을 가진 거의 최적의 
채널 추정기를 사용함에 의해 생성된 에러비에 비해 단지 약간 떨어진다.  그러므로, 시스템 성능은 전
력 제어 데이타 경로내의 0 또는 짧은 지연 채널 추정기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
다.

RSSI 경로(163)은 평균 파일럿 상관 신호를 생성하도록 특정 수의 심볼 주기 동안 파일럿 상관 신호를 
합산하는 누산기(220)를 가진다.  양호하게는, 파일럿 상관 신호는 8개의 연속 심볼 주기 동안 누산되
나, 고속 RSSI 계산은 2 심볼 주기를 누산함에 의해 수용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RSSI 계산이 심볼 주
기의 다수의 주기 동안의 누산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제곱 블럭(230)은 에너지 추정 신호를 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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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누산기(220)로부터 평균 파일럿 상관 신호의 실수 및 허수 성분을 제곱 및 합산한다.  다음으로, 
단위  이득을 가지는 1-극점 IIR  필터는 제곱 블럭(230)으로부터의 에너지 추정 신호를 필터링한다.   
RSSI 값 신호인 IIR 필터의 출력은 마이크로프로세서(117)에 대한 신호 강도의 개정을 제공한다(도1에 
도시).

RSSI 경로(163) 처리를 위한 IIR 필터에 의해 사용되는 계수 셋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내의 채널 추
정을 위한 IIR 필터에 의해 사용되는 계수 셋은 공통성이 없으며, 2 필터는 근복적으로 상이한 대역폭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IIR  필터(250)은 RSSI  경로(163)과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  사이의 1-극점 
IIR 필터의 시간 공유를 허용하도록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포함한다.

도3은 도2에 도시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의 제1 실시예의 블럭도이다.  도시된 필
터는 1-극점 단위 이득 IIR 필터이다.  동적 계수 스케일링은 다중 극점 및 영점을 가지는 필터를 포함
하는 다른 IIR 필터에 적용될 수 있다.  동적 계수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함에 의해, RSSI 경로(163)내의 
IIR 필터는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내의 채널 추정 필터로서 사용될 수 있다［도2에 도시됨］.  동
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이러한 IIR 필터는 상이한 대역폭을 가지는 임의의 IIR 필터로 연장될 수 있
다.

일반적으로,필터 계수 셋은 

여기서, c［i］의 값은 0 또는 1 이 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작은 계수값을 나타내는 제2 셋은 아
래와 같이 서술된다.

변수의 치환을 통해, 

도시된 것처럼, 계수 셋(α2)는 단순히 계수 셋(α1)의 스케일된 변형이다.  그러므로, 계수 셋(α2)에 

대응하는 대역폭은 계수 셋(α1)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필터를 시간-공유함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1-극

점 IIR 필터내의 비트 시프트-및-가산 블럭으로의 입력은 계수 셋(α2) 대역폭이 사용될 때마다 단순히 

2
-m
만큼 스케일링된다.  2 계수 셋에 대응하는 대역폭내의 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m의 값은 증가한다.  단

일값에 의한 스케일링이 더 이상의 하드웨어를 요하지 않으므로,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 필터는 입력 신
호를 비트 시프트-및-가산 블럭으로 시간-멀티플렉스하는데 필요한 게이트들만 RSSI 필터에 가산함에 의
해 수행될 수 있다.

［도2에 도시된］RSSI 경로(163)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는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사용하여 IIR 
필터(250)을 시간 공유하므로, 입력 신호는 RSSI 경로(163)내의 제곱 블럭(230)의 출력이거나 또는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내의 라인(202) 상의 파일럿 상관 신호일 수 있다.  계수 선택 블럭(350)은 2
-m
 스케일

러(scaler:  352)를  사용하는  가산기(320)의  출력을  스케일한다.   멀티플렉서(354)는  RSSI  선택 
신호(356)이 오프 또는 온인지에 따라 스케일된 신호 또는 비-스케일된 신호를 선택한다.  선택된 신호
는 계수 셋(α1)을 가진 비트 시프트-및-가산 블럭(358)로 전송된다.  계수 선택 블럭(350)의 출력은 가

산기(360)에  접속된다.   지연  블럭(370)은  가산기(360)의  출력을  지연시키고,  지연된  신호를 
가산기(360)으로  양  궤환(positively  feeds  back)하고,  지연된  신호를  가산기(320)으로  음 
궤환(negatively feeds back)한다.  지연 블럭(370)의 지연은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에 대한 1 심
볼 시간 주기 및 RSSI 경로(163)에 대한 8 심볼 시간 주기와 동등하다［도2에 도시됨］.  RSSI 선택 신
호(356)에 대한 시간 외에도 이러한 지연은 복조기 제어 유닛(155)에 의해 결정된다［도1에 도시］.

도4는 도2에 도시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IIR 필터(250)의 별예의 블럭도이다.  이러한 필터는 직
접-형태 예의 1-극점 IIR 필터이다.  다른 IIR 필터예가 물론 사용될 수 있으며, 필터는 다중 극점 또는 
영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

RSSI 경로(163)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가 IIR 필터(250)을 시간 공유하므로, IIR 필터(250)으로
의 입력 신호는 ［도2에 도시된］RSSI 경로(163)내의 제곱 블럭(230)의 출력이거나 또는 ［도2에 도시된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내의 라인(202) 상의 파일럿 상관 신호일 수 있다.  IIR 필터(250)에서, 
지연 블럭(470)은 RSSI 경로(163)에 대한 8 심볼 시간 주기 및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에 대한 1 심

볼 시간 주기 만큼 가산기(420)의 출력을 지연시킨다.  계수 선택 블럭(450)은 2
-m
 스케일러(452)를 사용

하는 지연 블럭(470)의 출력을 스케일한다.  멀티플렉서(454)는 RSSI 선택 신호(456)이 오프 또는 온인
지에 따라 스케일된 신호 또는 비-스케일된 신호를 선택한다.  ［도1에 도시된］복조기 제어 유닛(155)
은 RSSI 선택 신호(456)의 시간외에도 지연 블럭(470)의 지연을 제어한다.  선택된 신호는 계수 셋(α1)

을 가지는 비트 시프트-및-가산 블럭(458)로 전송된다.  계수 선택 블럭(450)의 출력은 가산기(420)로 
음 궤환된다.

    발명의 효과

그러므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CDMA 전력 제어 채널은 CDMA 트래픽 채널 신호내에 내장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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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표시기를 신속하게 복조하는데 저비용 방식을 제공한다.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CDMA 전력 제
어 채널의 추정의 특정 성분 및 기능들이 상술되어 있지만, 다른 수개의 기능들이 본 발명의 기술 범위
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일럿 상관 신호(202) 및 데이타 상관 신호(204)를 결정하기 위해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rake branch 
correlator: 150)를 가지는 복조기(140)에 있어서,

상기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에 접속되고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로부터 RSSI 값 신호를 결정하
기 위한 수신 신호 강도 표시기(RSSI) 경로(163);

상기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에  접속되고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  및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204)로부터 주 데이타 신호를 결정하기 위한 주 데이타 경로(165); 및

상기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에 접속되고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와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204)
로부터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를 결정하기 위한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RSSI 경로(163)은

실수 및 허수 성분을 가지는 평균 파일럿 상관 신호를 결정하도록 선정 수의 심볼 주기 동안 상기 파일
럿 상관 신호(202)를 합산하기 위한 누산기(accumulator: 220);

상기 누산기(220)에 접속되고 에너지 추정 신호를 결정하도록 상기 평균 파일럿 상관 신호의 실수 및 허
수 성분을 제곱 및 합산하기 위한 제곱 블럭(230); 및

상기 제곱 블럭(230)에 접속되고 RSSI 값 신호를 결정하도록 제1 계수 셋을 사용하여 에너지 추정 신호
를 필터링하기 위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무한-기간 임펄스 응답(IIR) 필터(25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주 데이타 경로(165)는

제1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를 결정하도록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를 필터링하기 위한 채널 추정 
필터(240);

상기  채널  추정  필터(240)에  접속되고  상기  제1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의  복소  공액(complex 
conjugate)을 결정하기 위한 복소 공액 발생기(270); 및

상기 복소 공액 발생기(270)와 상기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에 접속되고 상기 제1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의 상기 복소 공액과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204)를 승산하기 위한 복소 승산기(28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와 상기 복소 승산기(280) 사이에 접속되고 제1 선정 양의 시간 만큼 데
이타 상관 신호(204)를 지연시키기 위한 제1 지연 소자(210)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선정 양의 시간은 상기 채널 추정 필터(240)에 의해 야기된 지연과 동등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제어 데이타 경로(161)는

제2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를 결정하도록 제2 계수 셋을 사용하여 파일럿 상관 신호(202)를 필터링
하기 위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상기 IIR 필터(250);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상기 IIR 필터(250)에 접속되고 상기 제2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202)의 
복소 공액을 결정하기 위한 상기 복소 공액 발생기(270); 및

복소 공액 발생기(270) 및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에 접속되고 상기 제2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
의 상기 복소 공액과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204)를 승산하기 위한 상기 복소 승산기(28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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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크 브랜치 상관기(150) 및 상기 복소 승산기(280) 사이에 접속되고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를 
제2 선정 양의 시간만큼 지연시키기 위한 제2 지연 소자(215)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선정 양의 시간은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상기 IIR 필터(250)에 의해 야
기된 지연과 동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 승산기(280)에 접속되고 주 데이타 신호 및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를 결정하도록 상기 복소 
승산기(280)의 출력의 실수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실수 성분 추출기(29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10 

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된 수신 확산 스펙트럼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 확산 스펙트럼 신호로부터 파일럿 상관 신호(202)와 데이타 상관 신호(204)를 결정하는 단계;

제1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를  생성하도록  채널  추정  필터(240)을  사용하여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를 필터링하는 단계;

제1 셋의 필터 계수를 사용하여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로부터 수신 신호 강도 표시기(RSSI) 값 신
호를 결정하고, 제2 셋의 필터 계수를 사용하여 상기 파일럿 상관 신호(202)로부터 제2 필터링 파일럿 
상관 신호를 결정하기 위한 동적 계수 스케일링을 하는 필터(250)를 시간-공유하는 단계; 

상기  제1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와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로부터  주  데이타  신호를 
간섭적으로(coherently)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필터링된 파일럿 상관 신호와 상기 데이타 상관 신호로부터 전력 제어 데이타 신호를 간섭적으
로 검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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