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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동일 채널 간섭 검출기와 그 구동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동일채널 간섭이 포함된 제
1 신호를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링하여 제2 신호를 출력하는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NRF), 제1 신호
와 제2 신호를 각각 기준신호와의 에러를 구해서 작은 에러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
생하는 선택신호 발생기, 소정의 에러 영역에서는 제1 및 제2 신호중 어느 한 신호가 선택되도록 선택신
호를 보정하여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선택 보정기와 보정된 선택신호에 따라 제1 및 제2 신호중 하
나를 선택하는 선택기를 포함하여 미세한 채널상황의 변화에 의해서도 쉽게 변경되던 NRF 구동을 위한 선
택신호를 소정 에러영역에서는 일정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지하므로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킨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회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NTSC 캐리어의 위치에 따른 콤필터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일 실시예에 따른 회로도이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NRF를 거친 신호의 심볼간 간섭(ISI)과 가산 화이트 가우션 잡음(AWGN)의 조합에 
의한 심볼에러율(SER)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NRF를 거치지 않은 신호의 ISI와 AWGN의 조합에 의한 SER의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
다.

도 6은 ISI와 AWGN에 따른 NRF와 관련된 동작 영역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도 3에 도시된 선택 보정기의 상세 회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신기분야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해상도 텔레비젼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와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미합중국은 NTSC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텔레비젼 표준으로서 디지털 텔레비젼 전송 시스템인 
Grand Alliance(GA) ATV(Advanced Television) 시스템의 테스트가 완료되었다.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에 의해 표준화된 GA-ATV(일명 GA-HDTV, GA-VSB라고도 함) 수신기는 디지탈 전송 방식
인 VSB(Vestigial Side Band)변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ATV신호는 주어진 지역(geograpic) 영역(일명 taboo 채널이라고 함)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텔레비젼 채널을 통하여 종래의 아날로그 텔레비젼신호(NTSC)와 동시에 전송된다. 따라서, GA-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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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는 NTSC 동일채널 간섭의 존재에 강인해지도록 디자인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고해상도 텔레비젼(HDTV)신호의 전송 대역과 현재의 방송방식인 NTSC신호의 전송대역이 동일한 
동일채널 동시 방송인 경우 동일채널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상 신호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캐
리어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콤필터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콤필터
를 포함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와 콤필터의 주파수 특성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되어 있으며, 이는 문헌 
[1]에 기재되어 있다: [1] Guide to the use of the digital television standard for HDTV 
transmission,  pp.104-107,  Doc.A/54,  submitted  to  the  United  States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 April 12, 1995.

도 1에 있어서,  기존의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는 크게 콤 필터로 구성된 동일채널 간섭 제거필터(일명 
NTSC  제거필터(NRF)라고도 함:110),  선택신호 발생기와 선택기(MUX로 표기되어 있음:130)로 되어 있다. 
여기서, 선택신호 발생기는 감산기(120) 내지 최소 에너지 검출기(129)에 해당한다. 

즉, NRF(110)의 감산기(112)는 입력심볼(수신된 I채널 데이터 심볼)로부터 12 심볼 지연기(111)에 의해 
12심볼 지연된 심볼을 감산하면 NTSC 변조 캐리어 성분이 제거된다. 여기서, 송신측의 프리코더와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12개의 심볼지연기를 갖는 콤필터를 이용하여 NTSC 성분을 제거한다.

선택신호 발생기는 미리 저장된 필드 싱크 기준패턴과 수신되는 데이터 심볼중에서 필드 싱크와 비교해서 
그 차의 자승(power)누적치(에너지)를 이용하여 NTSC 신호가 HDTV 신호와 혼입하는 지에 대해 판정하고 
있다. 

즉, 선택신호 발생기는 콤필터들(110,123)을 거치지 않고 저장된 기준신호(필드 싱크 기준패턴)와 수신되
는 알고 있는 신호(필드 싱크)를 비교해서 그 차의 자승 누적치(에너지)를 계산하는 제1 경로(120-122), 
콤필터(110)에 의해 필터링된 수신된 필드 싱크와 콤필터(123)에 의해 필터링된 필드 싱크 기준패턴을 비
교해서 그 차의 자승 누적치(에너지)를 계산하는 제2 경로(123-128)와 두 경로의 값을 비교하여 작은 에
너지를 갖는 경로를 선택하고, NTSC 혼입되었는지를 판정하는 선택신호(NRF_sel)를 출력하는 최소 에너지 
검출기(129)로 되어 있다. 즉, NTSC 신호가 혼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콤필터(110,123)를 통과한 제2 경로
의 에너지가 작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콤필터(110,123)를 통과하지 않은 제1 경로의 에너지가 작다. 
이 선택신호(NRF_sel)는 NTSC 신호 유무를 나타내는 신호이며, NTSC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로직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직 0의 값을 갖는다. 선택기(130)는 이 선택신호(NRF_sel)에 따라 수신되는 데이
터심볼을 선택하거나 콤필터(110)를 거친 데이터 심볼을 선택한다.

한편, 도 2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6MHz의 HDTV 신호 대역에서 이러한 콤필터는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6개의 주파수 눌(null)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HDTV신호에 간섭신호로 작용하는 NTSC 신호는 
영상 캐리어(visual  carrier),  색 서브캐리어(chrominance  subcarrier),  음성 캐리어(aural  carrier)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캐리어는 콤 필터의 주파수 노치 근처에 위치하므로 콤필
터를 통과한 NTSC 신호의 에너지는 상당히 크게 감소된다. 도 2의 (c)와 (d)는 전체 채널을 위한 대역 에
지들에서 상세하게 보인 도면이다.

그러나, ATSC 표준에서 제안한 콤필터는 NTSC 간섭신호의 제거 성능이 우수한 반면, 콤필터는 전체 이득
(full gain)을 갖는 두 신호의 감산이기 때문에 8-레벨의 입력신호가 출력신호의 레벨은 15-레벨로 증가
되고, 가산 화이트 가우시안 잡음(Additive White Gaussian Noise:AWGN)의 전력을 3dB 증가시켜 콤필터의 
전후에서 3dB의 SNR(Signal to Noise Ratio)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도 1에 도시된 검출기의 NRF의 구동 방법은 NRF 구동 이전과 이후의 두 경로의 에너지를 비교하
여 작은 에너지를 갖는 경로를 선택하므로 채널 상황의 미세한 변화에도 NRF가 구동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털 전송 방식의 수신기에서는 오류정정 복호기를 구비하고 있어서 일정이하의 에러에 대해
서는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보이므로, 일정 이하의 에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상관
이 없다. 오히려 잦은 경로 선택의 변화가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NRF로서 콤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상술한 바와 같이 콤필터의 출력이 8-레벨에서 15-레벨로 신호의 
레벨이 증가하게 되고, 이 NRF의 구동에 의해 후단 신호처리의 상태가 15-레벨 상태로 변경되므로 입력신
호의 미세한 변화에 의해 NRF구동의 변경이 잦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채널 간섭
이 없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NRF를 구동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채널 간섭이 존재할 때만 NRF를 구동해
야 하지만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정값 이상의 에러를 갖는 채널상태에서는 최초의 
선택 내지는 기준레벨을 유지하여 레벨의 잦은 변경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다른 기존의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로서, 데이터 필드 싱크 기준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수신데이터의 
전체구간동안 NTSC 동일채널 간섭을 검출하는 검출기는 미합중국특허번호 5,546,132호에 개시되어 있고, 
연속되는 필드의 필드싱크를 포함한 수신신호를 콤필터링해서 감산신호를 발생하고, 콤필터링된 감산신호
와 콤필터링되지 않은 감산신호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NTSC 동일채널 간섭 및 다른 간섭을 제거하는 검출
기는 미합중국특허번호 5,594,496호에 개시되어 있다. 또한, ATV 수신기들에서 NTSC 동일채널 간섭을 줄
이기  위한  스위칭된  톰린손(tomlinson)  프리코더를  갖는  NTSC  간섭  제거  필터는  미합중국특허번호 
5,602,583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디지털 반복(recursive) 노치필터들의 사용을 통해 NTSC 신호 간섭 제거 
장치는 미합중국 특허번호 5,325,188호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일채널 간섭신호를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의 구동을 선택하는 선택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일채널 간섭신호를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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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의 구동을 선택하는 선택신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
록 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
터는 동일채널 간섭이 포함된 제1 신호를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링하여 제2 신호를 출력하고, 선택신호 
발생기는 제1 신호와 제2 신호를 각각 기준신호와의 에러를 구해서 작은 에러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
한 선택신호를 발생하고, 선택 보정기는 소정의 에러 영역에서는 제1 및 제2 신호중 어느 한 신호가 선택
되도록 선택신호를 보정하여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력하고, 선택기는 보정된 선택신호에 따라 제1 및 제2 
신호중 하나를 선택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또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은 적어도 
동일 채널 간섭이 포함된 제1 신호를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링하여 제2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제1 신
호의 에러와 제2 신호의 에러를 구해서 구해진 에러에 근거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소정의 에러 영
역에서는 제1 및 제2 신호중 어느 한 신호가 선택되도록 선택신호를 보정하여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력하
는 단계 및 보정된 선택신호에 따라 제1 및 제2 신호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와 그 구동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로 한다.

도 3에 있어서, 본 발명의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는 수신되는 I(in-phase)채널 심볼 데이터에서 동일채널 
간섭을 제거하는 NRF(210)와, 수신되는 기준 신호와 미리 저장된 기준 신호와의 심볼에러율(Symbol Error 
Rate:이하 SER라고 함)을 구한 제1 경로와, NRF를 거친 수신된 데이터심볼내의 기준 신호와 NRF를 거친 
기준신호와의 SER을 구한 제2 경로를 비교해서 최소 SER을 갖는 경로를 선택하는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선
택신호 발생기(220), 소정 에러 영역에서는 선택신호 발생기(220)에서 선택된 경로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
정하는 선택 보정기(230)와 선택 보정기(230)에서 출력되는 보정된 선택신호(c)에 따라 수신되는 데이터
심볼을 선택하거나 NRF(210)에 의해 NRF된 데이터심볼을 선택하는 선택기(240)로 되어 있다.  

여기서, 선택신호 발생기(220)의 기준신호 발생기(221)는 필드 싱크 기준 패턴을 소정 기간 발생한다. 이
때,  소정  기간은  VSB신호의  필드  싱크  세그먼트기간일  수도  있고,  필드  싱크  세그먼트  기간내의 
511PN(pseudo number) 기간일 수 있다. 제1 SER 계산기(222)는 수신되는 알고 있는 신호인 필드 싱크와 
기준신호 발생기(221)에서 소정 기간 발생되는 기준신호인 필드 싱크 기준 패턴과의 SER을 구한다. 이때 
SER의 계산은 에러심볼의 개수를 누적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NRF(223)는 기준신호 발생기(221)에서 발생하는 필드 싱크 기준 패턴을 NRF 처리한다.  제2 SER 계산기
(224)는 NRF(210)에 의해 필터링된 수신된 필드 싱크와 NRF(223)에 의해 필터링된 데이터 필드 싱크 기준 
패턴과의 SER을 구한다. 최소 SER 검출기(225)의 최소 구성은 비교기가 될 수 있으며, 제1 SER 계산기
(222)에서 계산된 SER(a)과 제2 SER계산기(224)에서 계산된 SER(b)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갖는 경로를 선
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한다. 여기서, 제1 SER계산기(222)를 제1 경로로 지칭하고, NRF(223)와 제2 
SER계산기(224)를 제2 경로로 치칭하고, 또한, 제1 및 제2 SER 계산기(222,224)와 최소 SER 검출기(225)
의 상세한 구성의 일 예로서 동출원인에 의해 출원된 대한민국 출원번호 제97-17055호에 개시되어 있다. 

한편, 종래의 NRF의 구동은 수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에러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판별하고 있는 반면 본 
발명의 NRF 구동은 수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SER을 이용하여 판별하고 있다. 이 종래의 NRF 구동은 에러
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승기를 사용해야하는 등 하드웨어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판별력에 있어
서도 신뢰성이 희박하다. 즉, 통상적인 ATV 수신기에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후단에 구성되는 등화기
나 오류정정기등을 고려할 때 에러의 에너지를 누적한 값보다는 실제 에러율이 더 중요한 판별 근거가 된
다. 이것은 대부분의 후단처리가 판정된 값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판정된 값은 곧 판정에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선택신호 발생기(220)는 각 경로의 에러를 구하기 위해 MSE 또
는 SER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NRF(210,223)가 콤필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FIR 필터, 상술한 미합중국 특허번호 5,325,188호에 개시된 노
치 필터등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의 모든 형태가 이용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선택신호 발생기(220)의 후단에 선택보정기(230)를 구성하여 소정의 에러영역에서는 각 
경로중 어느 한 경로를 선택해서 고정하도록 하여 잦은 경로의 선택 변경에 의한 성능 저하를 막는다.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 4는  AWGN과  ISI(inter-symbol  interference:여기서는 동일채널간섭신
호)의 조합에 의한 NRF 구동 이후의 15-레벨신호의 SER을 도시하고, 도 5는 AWGN과 ISI의 조합에 의한 
NRF 구동 이전의 8-레벨신호의 SER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수신기의 오류정정이 약 5%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즉, SER이 5%일 때를  평면으로 나타내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NRF된 영역(15-레벨), NRF되지 않은 영역(8-레벨), 
동작 불능영역을 가지며, 두 경로가 모두 동작할 수 있는 공통영역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통 
영역은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지만 공통 영역에서 잦은 경로의 선택의 변경은 수신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이 공통 영역에서는 고정된 어느 한 경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도 7에 도시된 선택 보정기(230)에서 소정의 에러 영역에서는 일정한 경로를 갖도
록 고정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신호 상태를 유지한다. 도 7에 있어서, 비교기(231)는 각 경로의 에러율 a,b 
중 기준으로 하는 경로(여기서는 NRF되지 않은 경로)에 해당하는 에러율(a)과 문턱치(Th)를 비교해서, 에
러율(a)이 문턱치(Th)보다 낮을 때는 선택 스위치(232)에서 기준경로에 해당하는 제어값(0)을 선택하므로
서 일정 경로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선택 스위치(232)에서 최소 에러율 검출기(225)에서 
출력되는 선택신호를 바이패스시킨다. 여기서, a와 b는 각각 NRF 이전과 이후의 경로의 심볼에러율로 설
명되었으나, 꼭 이렇게 고정되지는 않으며, 또한, 기준 경로를 NRF된 경로로 설정하여 비교기(231)에 입
력되는 심볼에러율이 b일 수도 있다. 문턱치(Th)는 도 6에 도시된 공통영역에 해당하는 소정의 SER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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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다. 그리고,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선택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구현할 때는 멀티플렉서 
또는 로직회로로 구성된다.

요약하면, 기존의 동일채널 간섭신호의 제거를 위한 NRF 구동 선택방법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채널상황
에서도 각 경로의 에러의 비교 결과에 따라 선택신호의 로직값이 변화하여 NRF 구동 선택의 변동이 잦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선택 보정기(230)를 구성하여 
소정의 에러 영역에서는 일정한 경로를 갖도록 하여 안정적인 신호상태를 유지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미세한 채널상황의 변화에 의해서도 쉽게 변경되던 NRF 구동을 위한 선택신호를 소정의 에러영
역에서는 일정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지하므로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심볼에러율에 근거하여 동일채널 간섭 제거필터를 구동시킴으로써 동일 간섭 검출기의 
후단처리에서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판정근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일채널 간섭이 포함된 제1 신호를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링하여 제2 신호를 출력하는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

상기 제1 신호와 제2 신호를 각각 기준신호와의 에러를 구해서 작은 에러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선택신호 발생기; 

소정의 에러 영역에서는 상기 제1 및 제2 신호중 어느 한 신호가 선택되도록 상기 선택신호를 보정하여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선택 보정기; 및   

상기 보정된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 신호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1 신호와 제2 신호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의 심볼에러율을 구해서 작은 심볼에러
율을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신호 발생기는

상기 제1 신호와 제2 신호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의 에너지를 구해서 작은 에너지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보정기는

상기 선택신호 발생기에서 구해진 제1 및 제2 신호의 에러중 어느 한 신호의 에러와 문턱치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어느 한 신호의 에러가 문턱치보다 낮을 때는 상기 어느 한 신호를 선택하는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
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선택신호를 바이패스하는 선택 스위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5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NRF)의 구동 선택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NRF되지 않은 제1 경로의 에러와 상기 
NRF를 거친 제2 경로의 에러중 작은 에러를 갖는 경로를 선택하는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발생기를 포함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는, 

상기 제1 및 제2 경로의 에러중 어느 한 경로의 에러와 문턱치를 비교하는 비교기; 및

상기 어느 한 경로의 에러가 문턱치보다 낮을 때는 상기 어느 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보정된 선택신호
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선택신호를 바이패스하는 선택기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채
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는

상기 제1 경로와 제2 경로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의 심볼에러율을 구해서 작은 심볼에러
율을 갖는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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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경로와 제2 경로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의 평균 자승 에러(MSE)를 구해서 작은 
MSE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

청구항 8 

(a) 적어도 동일 채널 간섭이 포함된 제1 신호를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링하여 제2 신호를 출력하는 단
계;

(b) 상기 제1 신호의 에러와 상기 제2 신호의 에러를 구해서 구해진 에러에 근거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c) 소정의 에러 영역에서는 상기 제1 및 제2 신호중 어느 한 신호가 선택되도록 상기 선택신호를 보정하
여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d) 상기 보정된 선택신호에 따라 상기 제1 및 제2 신호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는

상기 제1 신호와 제2 신호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의 심볼에러율을 구해서 작은 심볼에러
율을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에서는

상기 제1 신호와 제2 신호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의 에너지를 구해서 작은 에너지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c1)  상기  (b)단계에서 구해진 제1  및  제2  신호의 에러중 어느 한  신호의 에러와 문턱치를 비교하는 
단계; 및

(c2)  상기  에러가  문턱치보다  낮을  때는  상기  어느  한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보정된  선택신호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선택신호를 바이패스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

청구항 12 

동일채널 간섭 제거 필터(NRF)의 구동 선택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NRF되지 않은 제1 경로의 에러와 상기 
NRF를 거친 제2 경로의 에러중 작은 에러를 갖는 경로를 선택하는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발생단계(a)를 포
함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a1) 상기 제1 및 제2 경로의 에러중 어느 한 경로의 에러와 문턱치를 비교하는 단계; 및

(a2) 상기 어느 한 경로의 에러가 문턱치보다 낮을 때는 상기 어느 한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보정된 선택
신호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선택신호를 바이패스하는 단계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
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는 상기 제1 경로와 제2 경로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
의 심볼에러율을 구해서 작은 심볼에러율을 갖는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
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에서는 상기 제1 경로와 제2 경로의 알고 있는 신호열과 각각 기준신호와
의 평균 자승 에러(MSE)를 구해서 작은 MSE를 갖는 신호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동일채널 간섭 검출기의 구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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