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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CDMA 수신장치는 파일럿 신호를 사용한 높은 정확도의 다중부호(multi code) 송신에서 동기 검파(coherent detec
tion)를 행하며, 쉽게 생산될 수 있다. 이 장치는 다수의 채널을 통해 다중부호를 송신하는 데이터를 복조하고, 각 채널
의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시스템 각각에는 채널에 할당된 확산부호를 발생하는 확산부호 발생장치, 파일럿 신호(pilot 
signal)가 확산되는 확산부호를 발생하는 확산부호 발생장치, 및 이러한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근거로 수신신호를 역확산하는 역확산장치가 구비되며, 회선의 송신상태는 역확산에 의해 추출된 파일럿 신호를 근거
로 추정되고 각 채널의 수신신호의 동기 검파는 추정의 결과를 기초로 보정된다. 회선의 송신상태가 수신 시스템에 의
해 추정되기 때문에, 송신상태의 정보는 각 시스템에 분배될 필요는 없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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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1 실시예에 따른 CDMA 수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제1 실시예에 따라 다중부호의 전송을 실행하는 송신장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제1 실시예에서 다중부호 전송을 위한 채널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제2 실시예에 따른 다중부호 전송을 실행하는 송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제2 실시예에서 다중부호 송신을 위한 채널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제2 실시예에 따른 CDMA 수신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제2 실시예의 CDMA 수신장치에서 확산부호 발생의 시간 차트,

도 8은 종래의 CDMA 송신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통신에 사용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무선 전송시스
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제조가 용이한 하드웨어 구성에 의해 다중부호 전송에서 동기 검파(coherent detection) 성
능이 개선된 CDMA 수신장치에 관한 것이다.

CDMA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전송될 정보신호의 스펙트럼이 본래의 정보 대역폭에 비해 충분히 넓은 대역으로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확산되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spread spectrum communication)을 수행하므로, 사용자에게 확산부
호를 할당하여 다중접속, 즉,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이 실행된다.

또한, 디지털 통신에서는, 송신과 수신 모두에서 동일한 반송 주파수를 사용하여 신호의 변조와 복조를 실행하는 동기
 검파가, 검파 시스템에 따라 하나의 심벌 거리에서 수신파의 위상차를 얻는 차동검파(differential detection)보다 더
 우수한 에러율(error-rate)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기 검파에서, 페이딩(fading)이 있다면, 수신 후 위상 변화에 의해 에러율 특성이 저하된다. PSK(phase sh
ift keying) 변조의 경우에, 복조 데이터는 위상 변화에 기인하여 위상 평면상에서 회전할 수도 있으며, 또는 본래의 위
상점과는 다른 위상점을 점유할 수도 있다.

동기 검파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신측이 송신 데이터에 알려진 신호(파일럿 신호)를 포함하여 수
신측에 전송하여, 수신측은 파일럿 신호의 수신 결과를 토대로 회선의 상태를 추정하고 페이딩으로 인한 송신신호의 왜
곡을 보정하는 시스템이 사용된다.

도 8에서와 같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CDMA 송신장치는, 송신데이터 계열(series) 또는 파일럿 신호를 선택적
으로 출력하는 스위치(86), 확산부호를 생성하여 할당하는 확산부호 발생기(83), 확산부호를 사용하여 송신되는 데이
터를 확산하는 확산기(82), 송신정보를 무선 주파수 신호로 업-컨버트(up-convert)하는 송신 RF부(87) 및 송신용
 안테나(88)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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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송신장치에서, 스위치(86)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변경되어 연결될 때, 파일럿 신호는 송신 데
이터 계열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삽입된다. 삽입된 파일럿 신호를 포함하는 송신정보는 확산부호 발생기(83)에 의해 발
생된 부호(code) #0의 확산부호를 기초로 확산기(82)에서 확산되고, 송신 RF부(87)에 의해 무선 주파수 신호로 업
-컨버트 되어 무선 주파수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다.

수신측에서, 수신신호의 주파수가 다운-컨버트(down-convert)된 후, 수신신호는 부호 #0의 확산부호를 기초로 역
확산되고, 또한, 채널상태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신신호에 삽입된 파일럿 신호의 복조 결과와 파일럿 신호의 본래 위
상 위치의 관계를 토대로 추정된다. 추정의 결과를 토대로 보정이 실행되는 동안, 파일럿 신호에 대해 계속되는 데이터
의 동기 검파가 실행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면, 파일럿 신호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수신 데이터 계열에 삽입되기 때문에, 페이딩으로 인한 송
신상태의 시간변화에 관계없이 정확한 복조가 이루어진다.

    
1994년 10월, IEICE 기술보고에 상술된, Higashi et al.의 논문 " Performance of Coherent RAKE Detection usi
ng Interpolation on DS/CDMA" 은 DS/CDMA 이동 무선통신에서, 적은 수의 파일럿 심벌(symbol)을 사용하여, 채
널 송신 성능의 추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고속 페이딩을 따를 수 있는, 판정 귀환 보간형(decision feedback interp
olation type) 동기 검파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파일럿 심벌은 주기적으로 송신될 정보 심벌에 삽입되
어 판정 귀환과 보간 모두를 토대로 송신 시스템의 송신기능을 추정하여, 에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CDMA에서, 다수의 채널, 즉 다수의 확산부호가 하나의 사용자에게 할당되고 정보 데이터가 송신될 다수의 채널
로 분할되는 " 다중부호 전송" 시스템은, 채널(확산부호)당 정보송신 속도를 넘는 정보를 송신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다중부호 전송에서도, 각 채널의 동기 검파 성능이 향상되도록 파일럿 신호의 사용이 제안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단지
 파일럿 신호의 송신을 위한 파일럿 채널이 새롭게 설치되거나 각 채널마다 시간을 쉬프트 하면서 파일럿 신호를 송신
하는 등의 시스템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다른 관점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매우 정확하게 실행되는 다중부호 전송에서 파일럿 신호의 동기 검파를 실행하는 것
이다.

    
본 발명에 의한 CDMA 수신장치에서, 복조를 위해 채널로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발생시키는 제1 확산부호 발생수단과
, 파일럿 신호가 확산되는 확산부호를 발생시키는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과, 제1과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
된 확산부호를 토대로 수신신호를 역확산하기 위한 역확산 수단이, 각 채널의 수신신호를 복조하기 위해 각 시스템에 
제공되어, 채널상태는 역확산에 의해 추출된 파일럿 신호를 토대로 추정되고, 추정결과에 따라 각 채널 수신신호의 동
기 검파가 정정된다.
    

그러므로, 채널상태는 시스템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채널상태의 정보는 각 시스템으로 분배될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음에서 도면과 비교하여 설명될 것이다.

(제1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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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실시예에 따른 CDMA 수신장치는 파일럿 신호를 하나의 확산부호로 확산시켜 송신을 실행하는 형태의 다중부호 
전송에서의 수신장치이다.

    
도 2에서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송신장치는, 각 채널에 송신 데이터 계열(series)을 분배하는 직렬/병렬(serial/paral
lel) 변환기(21), 확산부호 #0을 발생하는 확산부호 발생기(231), 채널로 각각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발생하는 확산부
호 발생기(232, 233, 234), 확산부호 발생기(231)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하여 파일럿 신호를 확산하는 확
산기(221), 확산기(221)의 출력을 증폭하는 증폭기(24), 확산부호 발생기(232∼234)에서 각각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하여 직렬/병렬 변환기(21)로부터의 채널 정보 데이터를 각각 확산하는 확산기(222∼224), 확산기(222∼2
24)의 출력을 합하는 가산기(25), 파일럿 신호 송신구간에서 증폭기(24)의 출력을 선택하고 파일럿 신호 및 송신 데
이터를 출력하는 정보 데이터 송신구간에서 가산기(25)의 출력을 선택하는 스위치(26), 송신신호의 주파수를 무선 주
파수로 업-컨버터(up-converting)하는 송신 RF부, 및 송신용 안테나(28)를 포함한다.
    

도 3은 이 송신장치의 다중부호 전송을 위한 채널 포맷을 나타낸다.

이러한 송신장치에서, 입력 송신 데이터 계열은 직렬/병렬 변환기(21)에 의해 채널의 수(N+1)에 해당하는 수의 병렬
 데이터로 변환되어, 상기 병렬 데이터는 채널로 각각 출력된다. 확산기(222∼224)는 확산부호 발생기(232∼234)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하여 직렬/병렬 변환기(21)로부터의 출력된 각 채널에 대한 신호를 확산한다. 다음으
로, 확산기(222∼224) 각각의 출력은 가산기(25)에 의해 합산된다.

한편, 확산기(221)는 확산부호 발생기(231)에서 발생된 확산부호 #0을 기초로 하여 파일럿 신호를 확산하고, 확산된
 파일럿 신호는 증폭기(24)에 의해 증폭된다.

스위치(26)는 도 3에 보인 바와 같이 각 파일럿 신호 송신구간(T PL )에서 증폭기(24)로부터 파일럿 신호 출력을 선택
하고, 송신 RF부(27)로 파일럿 신호를 공급한다. 또한, 스위치(26)는 각 정보 데이터 송신구간에서 가산기(25)로부터
 합산된 송신 데이터 출력을 선택하고 송신 RF부(27)에 송신 데이터를 공급한다. 송신 RF부(27)는 입력 주파수 계열
의 주파수를 무선 주파수로 업-컨버트하고, 이렇게 변경된 신호는 안테나(28)를 통해 송신된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이런 형태의 송신장치는, 수신을 위한 안테나(11), 수신신호의 주파수를 다운-컨버트 하는 수
신 RF부(12), 각 채널에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발생시키는 확산부호 발생기(151, 153, 155, 157), 파일럿 신호가 확
산되는 부호 #0의 확산부호를 발생시키는 확산부호 발생기(152, 154, 156, 158), 확산부호 발생기(151, 153, 155
, 157)에 의해 발생되고 정보 데이터 수신구간에서 각각 채널에 할당된 확산부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스위치(141, 1
42, 143, 144), 스위치(141∼144)를 통한 확산부호 출력을 기초로 하여 채널로 각각 분배된 수신 RF부(12)의 출력
을 역확산시키는 상관기(correlator)(131. 132. 133, 134), 파일럿 신호를 기초로 하여 채널상태를 추정하며 수신 데
이터를 동기 검파하는 복조기(161, 162, 163, 164), 및 복조기(161∼164)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각각 직렬 수신 
데이터 계열로 변환시켜 수신 데이터 계열을 출력하는 병렬/직렬 변환기(17)를 포함한다.
    

    
이러한 수신장치에서, 안테나(11)를 통해 수신된 수신신호는, 수신신호 주파수가 수신 RF부에 의해 다운-컨버트된 후
, 각 상관기(131∼134)로 입력된다. 또한 부호 #0의 확산부호는 각 파일럿 신호 수신구간에서 스위치(141∼144)를
 통해 각 상관기(131∼134)로 입력되고, 각 채널에 할당된 확산부호는 각 정보 데이터 수신구간에서 스위치(141∼1
44)를 통해 각 상관기(131∼134)로 입력된다. 각각의 상관기(131∼134)는 입력 확산부호를 기초로 하여 수신 RF부
에 의해 입력된 수신 신호를 역확산한다. 결과적으로, 파일럿 신호는 각각의 상관기(131∼134)에 의해 파일럿 신호 수
신구간에서 추출되고, 각 채널에 대한 수신 데이터는 각 정보 데이터 수신구간에서 각각의 확산기(131∼134)로부터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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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복조기(161∼164)는 회선 추정(line estimating) 회로, 동기 검파 회로, 및 하드 판정(hard decision: 2값 판정)
 회로를 포함한다. 복조기(161∼164)는 파일럿 신호의 복조 결과와 파일럿 신호 본래의 위상 위치 사이의 관계를 기초
로 하여 채널상태를 추정하며, 추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신신호를 보정하면서 각 채널의 수신신호로 동기 검파를 실행
하고, 이어서 하드 판정을 실행하여 하드 판정 결과를 병렬/직렬 변환기(17)에 제공한다.

병렬/직렬 변환기(17)는 각 채널에서 변조된 수신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계열을 합성하여 출력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CDMA 수신장치에서는 채널상태의 추정이 각 채널에서의 파일럿 신호를 기초로 하여 실행되고, 각
 채널의 수신 데이터는 추정의 결과를 기초로 보정하면서 동기 검파를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장치와는 달리, 
채널상태에 대한 정보를 각 채널에 분배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수신장치의 확산부호 발생기의 수가 종래장치에서보다
도 더 많아지게 되나, 확산부호 발생기는 LSI의 쉬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로서 구성되므로, 정보 송신 경로가 
설치되어야만 하는 종래의 장치에 비해 LSI 형성이 더욱 용이하고, 하드웨어 구성이 좀 더 간단해진다.
    

또한, 이러한 CDMA 수신장치는 복조기(161∼164)의 출력이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경우, 단일(sin
gle) 확산부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송신하는 단일부호 전송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확산부호로서 부호 #0~
#N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단일부호 송신에도 이용될 수 있는 수신장치로, 상기 CDMA 수신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

도 1에서는 채널 0에 대응하여, 부호 #0의 확산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확산부호 발생기(151∼152)와 스위치(141)를
 사용한 경우를 나타내었으나, 단지 하나의 확산부호 발생기만이 실제 회로 설계에서 설치되고 다른 확산부호 발생기와
 스위치는 생략될 수도 있다.

(제2 실시예)

제2 실시예에 따른 CDMA 수신장치는, 채널마다 순차적으로 시간을 쉬프트하면서 파일럿 신호를 송신하는 다중부호 
시스템에 대응하는 수신장치이다.

    
도 4에 도시된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수신장치는 각 채널로 송신 데이터 계열을 분배하는 직렬/병렬 변환기(41), 각 
채널에 대응하여 설정된 파일럿 신호 송신구간에서 파일럿 신호를 선택하고 각 채널에 대응하여 설정된 정보 데이터 송
신구간에서 직렬/병렬 변환기(41)의 출력을 선택하는 스위치(461, 462, 463), 각 채널에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발생
시키는 확산부호 발생기(431, 432, 433), 확산부호 발생기(431∼433)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하여 스위
치(461∼463)의 출력신호를 확산하는 확산기(421, 422, 423), 확산기(421∼423)의 출력을 합하는 가산기(45), 가
산기(45)로부터 출력된 송신신호의 주파수를 무선 주파수로 업-컨버트 하는 송신 RF부(47), 및 송신용 안테나(48)
를 포함한다.
    

도 5는 이러한 송신장치에서 다중부호 전송을 위한 채널 포맷을 나타낸다. 파일럿 신호는 각 채널에서 확산부호를 기초
로 하여 확산되므로 각 채널에서 파일럿 신호의 송신구간(TPL#0 ∼TPL#N )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도 6에 나타낸 형태의 수신장치는, 수신용 안테나(61), 수신신호의 주파수를 다운-컨버트 하는 수신 RF부(62), 각 채
널에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발생시키는 확산부호 발생기(651, 653, 655), 각 채널로 분배되고 수신 RF부로부터 출력
된 신호를 확산부호 발생기(651, 653, 655)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역확산하는 상관기(631, 633, 635),
 모든 채널에 할당된 확산부호 #0~#N을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 확산부호 발생기(652, 654, 656), 각 채널로 분배되
고 수신 RF부(62)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확산부호 발생기(652, 654. 656)로부터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역확산하
는 상관기(632, 634, 636), 상관기(632, 634, 636)로부터 출력된 파일럿 신호의 복조 상태를 기초로 채널상태를 추
정하는 채널상태 추정회로(681, 683, 683), 채널상태 추정회로(681∼683)에서 추정의 결과를 기초로 각 채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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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데이터를 복조하는 복조기(661, 662, 663), 및 복조기(661∼663)의 출력 데이터를 수신신호 계열로 변환하여
 수신 데이터 계열을 출력하는 병렬/직렬 변환기(67)를 포함한다.
    

도 7은 확산부호(#0~#N)를 발생하는 확산부호 발생기(652, 654, 656)의 확산부호 발생 타이밍을 나타낸다. 채널 
0의 파일럿 신호 송신구간(TPL#0 )에 대응하여 부호 #0의 확산부호가 발생되고, 채널 1의 파일럿 신호 송신구간(T P

L#1 )에 대응하여 부호 #1의 확산부호가 발생되며, 채널 N의 파일럿 신호 송신구간(T PL#N )에 대응하여 부호 #N의
 확산부호가 발생된다.

이러한 CDMA 수신장치에서, 안테나(61)를 통해 수신되는 수신신호는 수신신호의 주파수가 수신 RF부(62)에 의해 
다운-컨버트된 후 상관기(631∼636)로 입력된다. 이 상관기들 중에서, 상관기(631, 633, 635)는 각 채널에 할당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수신 RF부(62)로부터 출력된 수신신호를 역확산하고, 그 결과를 복조기(661∼663)로 공급한다
.

또한, 상관기(632, 634, 636)는 확산부호 발생기(652, 654, 656)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기초로 하여 수신 RF부
(62)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역확산하여, 도 7에서와 같이 모든 파일럿 신호 수신구간(T PL#0 , TPL#1 , ... T PL#N )에
서 각 채널을 통해 송신된 파일럿 신호를 복조한다.

이들 상관기(632, 634, 636)의 출력은 채널상태 추정회로(681∼683)로 입력된다. 채널상태 추정회로(681∼683)는
 각 시점에서의 파일럿 신호의 복조상태를 기초로 하여 파일럿 신호 수신구간(TPL#0 , TPL#1 , ... T PL#N )에 대한
 각 시점의 채널상태를 추정한다.

채널상태 추정회로(681∼683)에 의해 얻어진 채널상태 추정정보는 각 채널의 복조기(661∼663)로 공급된다. 복조기
(661∼663)는 추정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신 데이터를 보정하면서 각 채널의 수신 데이터의 동기 검파를 실행하고
 그 하드 판정 결과를 병렬/직렬 변환기(67)에 공급한다.

병렬/직렬 변환기(67)는 각 채널에서 변조된 수신 데이터로부터의 직렬 데이터 계열을 합성해서 출력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수신장치에서 채널상태 추정은 모든 채널을 통해 송신된 파일럿 신호를 기초로 하여
 짧은 기간에 각 채널에서 실행되므로, 각 채널의 수신 데이터는 추정의 결과에 따라 보정되면서 동기 검파가 실행된다
. 따라서, 이러한 장치는 각 채널로 채널상태에 관한 정보를 분배하기 위한 구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하다.

또한, 이러한 수신장치에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송신된 파일럿 신호를 각 채널의 채널상태 추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채널상태가 짧은 주기로 검출될 수 있으며, 채널 상태의 단기적인 변화에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었듯이, 본 발명에 따른 CDMA 수신장치는 하드웨어의 구성이 간단해질 수 있고 LSI화가 용
이하다. 또한, 다수의 LSI 기판이 사용될 경우에도 상기 장치는 복잡하지 않은 구성으로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채널을 통해 송신되는 파일럿 신호를 기초로 각 채널에서 채널 상태가 추정되는 이러한 수신장치에서는, 짧
은 주기로 채널 상태가 검출될 수 있어서, 채널상태의 변동에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채널을 통해 다중부호로 송신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수신장치에 있어
서, 각 채널의 수신신호를 복조하는 적어도 일부의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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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조하는 채널에 할당된 확산부호를 발생하는 제1 확산부호 발생 수단,

파일럿 신호가 확산된 확산부호를 발생하는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 및

상기 제1 및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근거로 수신신호를 역확산하는 역확산 수단을 포함하고
,

역확산에 의해 추출된 파일럿 신호를 근거로 채널 상태를 추정하여, 이 추정결과를 근거로 각 채널의 수신신호에 대한
 동기 검파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신호는 하나의 확산부호를 기초로 확산되고,

상기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은 상기 하나의 확산부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각각은, 상기 역확산 수단과, 상기 제1 및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상기 확산부호를 선택하
여 선택된 확산부호를 상기 역확산 수단에 공급하는 선택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수단은 상기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각 파일럿 신호 수신구간에서 발생된 확산부호를 상기 역확산 수
단에 공급하고, 상기 제1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각 정보 데이터 수신구간에서 발생된 확산부호를 상기 역확산 수단
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럿 신호는 각 채널에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근거로 시간이 쉬프트 되면서 확산되고, 상기 제2 확산부호 발생수
단은 각 채널에 할당되는 확산부호를 순차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의 각각은, 상기 제1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근거로 수신신호를 역확산하는 제1 역확
산 수단과, 상기 제2 확산부호 발생수단에 의해 발생된 확산부호를 근거로 수신신호를 역확산하는 제2 역확산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2 역확산 수단에서의 역확산에 의해 추출된 파일럿 신호를 근거로 회선의 송신 상태를 추정하여, 상기 추정결과
를 근거로 상기 제1 역확산 수단에 의해 역확산된 신호에 대해 동기 검파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수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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