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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시스템에서, 현재 단에서의 임시 비트 판정 결
과 만을 이용하여 간섭 잡음을 재생하고, 이에 가중치를 곱한 후, 수신 신호에서 가중 재생된 간섭 신호를 감산하여 다
중접속간섭(MAI : Multiple Access Interference)을 감소시킴으로써 성능이 향상되는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자 1 내지 사용자 M의 수신신호들
이 다중화된 기저대역 수신신호를 각 사용자마다 역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각 사용자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
간섭잡음을 제거하는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는 임의의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K개의 간섭잡음 제거단을 포함하며, 상기 각각의 간섭잡음 제
거단은, 임의의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임시 비트를 판정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검출수단과 병렬 접속되고, 비트 '
1'을 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상기 검출수단의 판정결과와 곱하는 재생수단; 및 상기 검출수단의 사용자 m의 수신
신호와 해당 단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용자 m에 대한 다중간섭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 감산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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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를 K 단으로 설계한 수신기의 구성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비트 판정기의 전달 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3 : 정합 여파기 104 : 실수 취합기

105 : 이득 조절기 106 : 비트 판정기

109 : 성형 여파기 112 : 가중치 곱셈기

113 : 합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시스템의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 말하면, 현재 단에서의 임시 비트 판정 결과 만을 이용하여 간섭 잡음을 재생하고, 이에 가중치
를 곱한 후, 수신 신호에서 가중 재생된 간섭 신호를 감산하여 다중접속간섭(MAI : Multiple Access Interference)
을 감소시킴으로써 성능이 향상되는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각각의 사용자들은 고유한 확산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일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의 신호가 더해
진 형태의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다른 사용자들의 신호에 의한 다중접속간섭(MAI : M
ultiple Access Interference)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즉, 이 다중접속잡음을 줄여주면 채널용량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에서는 송신 전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배터리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기지국에서는 셀 반경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는, 수신된 신호를 사용자 고유의 확산코드만으로 상관함
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의 신호들로부터 원하는 사용자의 신호만을 분리하는 단일사용자 검출방식(Single-User Dete
ction)을 사용한다. 이러한 단일사용자 검출방식을 사용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다른 사용자들의 신호에 의해 야기되
는 다중접속간섭(MAI)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이로 인하여 실제 성능은 이론적인 성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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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다수사용자 검출방식은 모든 사용자들의 확산코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중접속간섭(MAI)을 제거하는 방식
이다.

본 발명은 다수사용자 검출방식 중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에 속하며, 기존의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에는 다단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PIC : Multistage Parallel Interference Cancellation)과, 적응형 직병렬 혼합잡음 제거방식(A
HSPIC : Adaptive Hybrid Serial/Parallel IC) 및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PPIC : Partial PIC) 등이 있다.

    
여기서, 상기 다단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PIC 방식)은 한 번에 모든 사용자들의 수신신호들을 추정하여, 원하는 사용
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용자들의 모든 추정 수신신호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다단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
에서 모든 사용자들의 수신신호는 간섭잡음 제거에 같은 비율로 참여한다. 이 때문에 수신된 신호의 각 사용자별 전력 
분포가 고르지 못하거나, 신호 대 잡음 간섭비(SNIR : Signal to Noise and Interference Ratio)가 낮을 경우에는 다
중간섭잡음(MAI)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취약함을 가진다.
    

이러한 다단 병렬 제거방식(PIC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적응형 직병렬 혼합잡음 제거방식(AHSPIC : Adap
tive Hybrid Serial/Parallel IC)과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PPIC : Partial PIC)이 있다.

적응형 직병렬 혼합잡음 제거방식(AHSPIC)이란, 간섭잡음 제거과정 초기에는 신호 대 잡음 간섭비(SNIR)가 낮은 수
신신호들을 간섭잡음 제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가, 간섭잡음 제거과정을 반복하여 신호 대 잡음 간섭비(SNIR)가 충분
히 높아지면, 그때 간섭잡음 제거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상기한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PPIC)은 다단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PIC)의 간섭잡음 제거과정이 반복될수록 
좀 더 정확하게 다중간섭잡음(MAI)을 재생해 낼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가장 첫 단계에서 재
생해 낸 다중간섭잡음(MAI)들은 신뢰도가 낮으므로 작은 가중치(Weight)를 곱하여 제거해내고, 간섭잡음 제거과정
이 반복될수록 재생된 다중간섭잡음(MAI)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가중치를 증가시키면서 간섭잡음을 제거하는 방
법이다.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은 다단 병렬 간섭잡음 제거단계를 여러 단 반복하면서 다중간섭잡음을 재생하는데, 전단
에서 재생된 다중간섭잡음의 신뢰도는 현재 단에서 재생된 다중간섭잡음의 신뢰도보다 낮다.

이러한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은, 현재 단의 다중간섭잡음을 재생하기 위해서 전단의 신뢰도가 낮은 다중간섭잡
음 재생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성능 향상 정도가 크지 않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앞에서 설명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식과는 다르
게, 현재 단(stage)에서의 비트판정 결과만을 이용하여 다중간섭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면,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자 1 내지 
사용자 M의 수신신호들이 다중화된 기저대역 수신신호를 각 사용자마다 역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각 사용자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하는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상기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는 임의의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반복적으로 제거하
는 K개의 간섭잡음 제거단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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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의 간섭잡음 제거단은, 임의의 사용자 m의 역확산 신호로부터 임시 비트를 판정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검출수
단과 병렬 접속되고, 비트 '1'을 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상기 검출수단의 판정결과와 곱하는 재생수단; 및 상기 검
출수단의 사용자 m의 수신신호와 해당 단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용자 m에 대한 다중간섭잡음이 제거
된 신호를 얻는 감산수단을 포함한다.

양호하게, 상기 검출수단은, 전단의 간섭잡음 제거단을 통과한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
호를 획득하는 정합 여파기와; 상기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의 실수값을 취하는 실수취
합기; 상기 실수취합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신뢰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이득조절기; 및 상기 이득조절기로부터 
이득이 조절된 신호를 입력받아 임시비트를 판정하는 비트판정기를 포함한다.

상기 비트 판정기는 이미 설정된 소정값 이상의 크기에 대하여는 경성 판정을 하고, 소정값 미만의 크기에 대하여는 연
성 판정을 수행한다.

양호하게, 상기 재생수단은, 비트 '1'에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확산시키는 확산부호 곱셈기와; 상기 확산부호 
곱셈기의 출력신호의 크기를 조정하는 성형 여파기; 상기 성형 여파기의 출력신호에 사용자 m의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
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채널위상 곱셈기; 및 상기 채널위상 곱셈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검출수단의 출력신호를 
곱하여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곱셈기를 포함한다.

    
양호하게, 상기 감산수단은, 상기 곱셈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해당 단에서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 가
중치를 곱하는 가중치 곱셈기와; 상기 가중치가 곱해진 모든 사용자의 수신신호들을 모두 더하는 제1합산기; 상기 기저
대역 수신신호에서 상기 제1합산기의 출력신호를 빼는 감산기; 및 상기 가중치 곱셈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가중
치가 곱해진 수신신호와 상기 감산기의 출력신호를 더하여, 사용자 m의 다중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를 얻는 제2합
산기를 포함한한다.
    

상기 가중치는 전단의 간섭잡음 제거단에서 곱해지는 가중치보다 크고, 후단의 간섭잡음 제거단에서 곱해지는 가중치보
다 작은 것이 보다 양호하다.

상기 감산수단은, 제2합산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와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제1곱셈기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와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보상하는 제2곱셈기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자 1 내지 사용자 M의 수신신호들이 다중화된 기저대역 
수신신호를 각 사용자마다 역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각 사용자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하는 부
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은, 임의의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임시 비트를 판정하는 제1단계와; 비트 '
1'을 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제1단계에서 판정한 임시 비트를 곱하여,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제2단계
; 및 상기 제2단계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수신신호와 신호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사용자 m에 대한 다
중간섭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 제3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대해 상기 제1단계 내지 제3단계
를 반복 수행하여 상기 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제1단계는, 상기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호를 획득하는 제1소단계와
; 상기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의 실수값을 취하는 제2소단계; 상기 역확산신호의 실수
값의 이득을 조절하는 제3소단계; 및 상기 이득 조절된 신호의 임시비트를 판정하는 제4소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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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게는, 상기 제2단계는, 비트 '1'에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확산시키는 제1소단계와; 상기 제1소단계에서 
출력되는 확산신호의 모양을 변형하는 제2소단계; 상기 제2소단계에서 출력되는 크기 조정된 신호에 사용자 m의 채널
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제3소단계; 및 상기 제2소단계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제1단계에서 출
력되는 임시비트를 곱하여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제4소단계를 포함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제3단계는, 상기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해당 단에서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 가중치를 곱하는 제1
소단계와; 상기 가중치가 곱해진 모든 사용자의 수신신호들을 모두 더하는 제2소단계; 상기 기저대역 수신신호에서 상
기 제2소단계에서 출력되는 모든 사용자의 합산신호를 감산하는 제3소단계; 및 상기 제1소단계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가중치가 곱해진 수신신호와 상기 제3소단계에서 출력되는 감산신호를 더하여, 사용자 m의 다중간섭잡음이 제거
된 수신신호를 얻는 제4소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양호하게는, 상기 제3단계는, 상기 사용자 m의 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와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역
확산시키는 제5소단계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와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보상하는 제6소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술하였던 이 발명의 상기 및 기타의 특성과 장점은 아래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설명에 의해 좀 더 명료해질 것이다.

아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
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를 K 단으로 설계한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도면에서 
100은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로 수신되는 기저대역 수신신호(Baseband Received Signal)로서, 사용자 1
에서 사용자 M까지의 수신신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하
는데, 본 발명에서는 임의의 사용자 m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사용자 m으로 입력된 기저대역 수신신호(100)는 제1승산기(101)에서 사용자 m의 확산부호 PNm과 곱해져서 역확산
되고, 제2승산기(102)에서 채널위상(-Φm)과 곱해져서 채널에 대한 위상 변화가 보상된다. 그후, 제2승산기(102)의 
출력신호는 본 발명에 따른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로 입력된다.

이러한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는 모두 K개의 단(stage)으로 이루어진다. 각 단은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나, 해당 
단으로 입력되는 수신신호에 곱해지는 가중치(weight)가 각 단마다 달라진다. 즉, 기저대역 수신신호(100)가 처음 입
력되는 첫 번째 단(stage #0)은 가중치가 낮게 설정되고, 최종단(stage #K)은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다. 모든 단의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k번째 단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의 각 단은 검출기(Detector, DTCT)(103,104,105,106)와, 재생기(R
egenerator, REGN)(107,108,109,110), 및 추출기(Subtractor, SBTR)(111,112,113,114,115,116,117)로 구성
된다. 각 단을 구성하는 상기 검출기와 재생기와 추출기는 모든 사용자에게 각각 할당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실시예에서는 k번째 단(stage #k)으로 입력되는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을 중
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k번째 단에서 사용자 m의 입력신호가 검출기(DTCTm)의 정합 여파기(Matched Filter)(103)로 입력되면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호가 얻어진다. 실수 취합기(104)는 정합 여파기(103)에서 출력되는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호 중 
실수항을 취하고, 이득 조절기(105)는 이 실수값을 이득 조절한다. 임시 연성 판정을 위한 이득 조절 후, 비트 판정기
(106)는 임시비트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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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생기(REGNm)의 확산부호 곱셈기(108)는 비트 '1'(107)에 사용자 m의 확산부호 PNm 을 곱하여 확산시킨다. 
성형 여파기(109)는 확산부호 곱셈기(108)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고, 채널위상 곱셈기(110)는 성형 여
파기(109)의 출력신호와 채널위상 -PHI_m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 변화를 반영시킨다. 곱셈기(111)는 채널위상 
곱셈기(110)에서 출력되는 재생기(REGNm)의 출력신호와 검출기(DTCTm)의 출력신호를 곱한다.

    
상기 검출기(DTCTm)와 상기 재생기(REGNm)를 직렬로 연결하여, 상기 검출기(DTCTm)의 출력을 가지고 신호를 
재생하는 경우, 상기 성형 여파기(109)는 실수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와 같이 상기 재생
기(REGNm)를 상기 검출기(DTCTm)와 병렬로 위치시키고, 비트 '1'을 확산시킨 신호를 상기 성형 여파기(109)를 통
과시키면, 상기 검출기(DTCTm)의 출력을 사용하여 크기만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성형 여파기(109)는 정수 신호
만을 처리하면 되고, 이로 인해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감산기(SBTRm)는 검출기(DTCTm)와 재생기(REGNm)를 통하여 재생된 신호를 사용하여 다중접속간섭(MAI)을 제
거한다. 가중치 곱셈기(112)는 사용자 m의 신호와 k번째 단에서의 가중치(weight)를 곱한다. 각 단에서의 가중치는 
각 단에서의 신호의 신뢰도에 따라 정해진다. 가장 첫 단에서 재생된 다중접속잡음은 신뢰도가 낮으므로 작은 가중치를 
곱하여 제거하고, 간섭잡음제거가 반복될수록 재생된 다중접속잡음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높은 가중치를 곱하여 간
섭잡음을 제거한다.
    

    
그 후, 제 1 합산기(113)에서 가중치가 곱해진 신호를 사용자 1에서 사용자 M까지의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더하고, 감
산기(114)에서 이 값을 다시 버퍼(120)에 저장되어 있던, 수신 신호에서 빼낸 후, 제 2 합산기에서 상기 가중치 곱셈
기(112)를 통과한 각각의 사용자 m의 신호를 더하면, 원래의 수신 신호에서 m번째 사용자에 대한 MAI가 일부 제거된 
신호 u(k,m)를 얻을 수 있다. 이 신호를 다시 확산 부호 PNm을 곱하여 역확산시키고, 채널 위상 -PHI_m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 변화를 보상한 후 출력한다.
    

k 단의 j 사용자의 재생된 신호를 I(k,m)라고 할 때, 원래의 수신 신호에서 m 번째 사용자에 대한 MAI가 일부 제거된 
신호 u(k,m)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된다.

수학식 1

여기서, r(t)는 수신 신호를 나타내고, p(k)는 k 단에서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한편, 기존의 PPIC 방법에 의하는 경우 MAI가 일부 제거된 신호 u(k, m)은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이 된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u(k, m)가 기존의 PPIC의 경우에는 전단에서의 간섭 잡음 제거 
결과에 대한 항인 u(k-1, m) 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현재 단에서의 간섭 잡음 제거 결과에 대한 항만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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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잡음 제거가 진행될수록, 신호 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실시예의 간섭 잡음 제거 방식
이 PPIC에 비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비트 판정기(106)의 전달함수로서,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비트 판정기는 연성 판정과 경성 판정의 장점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최소평균자승오차(MMSE, minimum mean 
square error) 기준에서 최적함수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Hyperbolic Tangent Function)에 근사하는 전달 함수 
특성을 보이면서도 선형 소자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의 전단에 위치한 이득 조절기는 입력 
신호의 신뢰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함으로서 연성 판정 전달 함수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의 흐름도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계 S301에서, CDMA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송신한 사용자 1에서 사용자 M까지의 기저대역신호(Baseband S
ignal)를 수신하여, 단계 S302에서, 사용자 m의 확산 부호 PN m 을 곱하여 역확산시킨다. 단계 S303에서, 채널 위상 
- PHI _m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 변화를 보상한다.

이어서, 단계 S304에서, 사용자 m의 입력 신호를 정합 여파기를 통하여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호를 획득하여 그 실
수값을 취하고, 단계 S305에서, 임시연성판정을 위한 이득을 조절한 후, 단계 S306에서 임시비트 판정을 한다.

한편, 단계 S307에서, 비트 '1'에 사용자 m의 확산 부호 PNm 을 곱하여 확산시키고, 성형 여파기를 통과시킨 후, 채널 
위상 PHI _m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 변화를 반영한 값을 단계 S306에서 구한 값에 곱한다.

이어서, 단계 S308에서, 사용자 m의 신호를 k 단에서 가중치를 곱하고, 단계 S309에서, 사용자 1에서 사용자 M까지
의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합산한 후, 단계 S310에서, 원래의 수신 신호를 빼고, 단계 S311에서, 가중치가 곱해진 사용
자 m의 신호를 다시 더한다.

그 후, 단계 S312에서, 다시 사용자 m의 확산 부호 PN m 을 곱하여 역확산시키고, 단계 S313에서, 채널 위상 - PHI 
_m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 변화를 보상한 후, 출력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임시 연성 판정에 있어서 전단에서의 연성 임시 판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 단에서의 비트 판정 결과들만을 
사용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수신기의 수신 능력이 우수
하고, 구조에 있어서도 더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이 간편하다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 사상을 첨부 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가장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적으
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자 1 내지 사용자 M의 수신신호들이 다중화된 기저대역 수신신호를 각 사
용자마다 역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각 사용자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하는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에 있어서,

상기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는 임의의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K개
의 간섭잡음 제거단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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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각의 간섭잡음 제거단은, 임의의 사용자 m의 역확산 신호로부터 임시 비트를 판정하는 검출수단과;

상기 검출수단과 병렬 접속되고, 비트 '1'을 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상기 검출수단의 판정결과와 곱하는 재생수단
; 및

상기 검출수단의 사용자 m의 수신신호와 해당 단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용자 m에 대한 다중간섭잡음
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 감산수단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
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은,

전단의 간섭잡음 제거단을 통과한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호를 획득하는 정합 여파기
와;

상기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의 실수값을 취하는 실수취합기;

상기 실수취합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신뢰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하는 이득조절기; 및

상기 이득조절기로부터 이득이 조절된 신호를 입력받아 임시비트를 판정하는 비트판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 판정기는 이미 설정된 소정값 이상의 크기에 대하여는 경성 판정을 하고, 소정값 미만의 크
기에 대하여는 연성 판정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수단은,

비트 '1'에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확산시키는 확산부호 곱셈기와;

상기 확산부호 곱셈기의 출력신호의 크기를 조정하는 성형 여파기;

상기 성형 여파기의 출력신호에 사용자 m의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채널위상 곱셈기; 및

상기 채널위상 곱셈기의 출력신호와 상기 검출수단의 출력신호를 곱하여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곱셈기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감산수단은,

상기 곱셈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해당 단에서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 가중치를 곱하는 가중치 곱셈
기와;

상기 가중치가 곱해진 모든 사용자의 수신신호들을 모두 더하는 제1합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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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저대역 수신신호에서 상기 제1합산기의 출력신호를 빼는 감산기; 및

상기 가중치 곱셈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가중치가 곱해진 수신신호와 상기 감산기의 출력신호를 더하여, 사용자 
m의 다중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를 얻는 제2합산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가중치는 전단의 간섭잡음 제거단에서 곱해지는 가중치보다 크고, 후단의 간섭잡음 제거단에서 
곱해지는 가중치보다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감산수단은,

제2합산기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와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제1
곱셈기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와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보상하는 제2곱셈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장치.

청구항 8.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자 1 내지 사용자 M의 수신신호들이 다중화된 기저대역 수신신호를 각 사
용자마다 역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각 사용자의 수신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하는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임시 비트를 판정하는 제1단계와;

비트 '1'을 확산 및 위상변화 보상한 후 제1단계에서 판정한 임시 비트를 곱하여,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제2단계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수신신호와 신호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사용자 m에 대한 다중간
섭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얻는 제3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대해 상기 제1단계 내지 제3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상기 신호에 포함된 다중간섭잡음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상기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로부터 최대 신호 대 잡음비의 신호를 획득하는 제1소단계와;

상기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사용자 m의 역확산신호의 실수값을 취하는 제2소단계;

상기 역확산신호의 실수값의 이득을 조절하는 제3소단계; 및

상기 이득 조절된 신호의 임시비트를 판정하는 제4소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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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비트 '1'에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확산시키는 제1소단계와;

상기 제1소단계에서 출력되는 확산신호의 크기를 조정하는 제2소단계;

상기 제2소단계에서 출력되는 크기 조정된 신호에 사용자 m의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제
3소단계; 및

상기 제2소단계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제1단계에서 출력되는 임시비트를 곱하여 사용자 m의 수신신호를 출력하는 제4
소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사용자 m의 수신신호에 해당 단에서의 신뢰도에 따라 결정된 가중치를 곱하는 제1소단계와;

상기 가중치가 곱해진 모든 사용자의 수신신호들을 모두 더하는 제2소단계;

상기 기저대역 수신신호에서 상기 제2소단계에서 출력되는 모든 사용자의 합산신호를 감산하는 제3소단계; 및

상기 제1소단계에서 출력되는 사용자 m의 가중치가 곱해진 수신신호와 상기 제3소단계에서 출력되는 감산신호를 더하
여, 사용자 m의 다중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를 얻는 제4소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
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사용자 m의 간섭잡음이 제거된 수신신호와 사용자 m의 확산부호를 곱하여 역확산시키는 제5소단계와;

상기 역확산된 신호와 채널위상을 곱하여 채널에 의한 위상변화를 보상하는 제6소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시스템의 부분 병렬 간섭잡음 제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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