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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위상 및 직교위상 스펙트럼 확산 통신채널을 통해 신호전송을 분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동위상(I) 및 직각위상(Q) 통신채널을 통해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개
선된 시스템 및 방법이 여기에 개시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및 제2정보신호(an, bn)는 직접 

시퀸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채널에 의해 I 및 Q 통신채널상에 각각 전송된다. 소정 PN코드(178, 180)
의 동위상 의사랜덤 잡음(PN1) 및 직각위상 의사랜덤 잡음(PNQ) 신호는 제1 및 제2 정보신호(an, bn)를 스

프레딩하기 위해 각각 사용된다. 특히, PN1및 PNQ 신호는 I-채널 및 Q-채널 변조신호(SI, SQ)를 제공하기 

위해 제1 및 제2정보신호(an, bn ) 및 직각함수 신호(174)와 각각 결합된다. I-채널 및 Q-채널 변조신호

(SI, SQ)는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수신기에 전송하기 위한 동위상(I) 및 직각위상(Q) 캐리어신호를 변조

하기 위해 각각 사용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수신기는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I-채널 및 
Q-채널 변조 캐리어신호(RI, RQ)를 기초로하여 적어도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기 위해 동작한다. 수신된 I-

채널 및 Q-채널 변조 캐리어 신호(RI, RQ)는 동위상(I) 및 직각위상(Q) 투영신호로 상관되는 결과적인 시

퀸스로 복조 및 디스프레딩된다. 위상 회전자는 I 및 Q투영신호 및 수신된 파일럿 신호에 기초하여 적어
도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기 위해 동작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동위상 및 직교위상 스펙트럼 확산 통신채널을 통해 신호전송을 분할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발명의 배경]

[발명분야]

본 발명은 스펙트럼 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통신시스템, 특히 스펙트럼 확산 통신시스템에서 정보를 통신
하기 위한 신규하고 개선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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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기술의 설명]

통신시스템은 발신지로부터 개별 사용자 수신지로 정보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아날로그 및 디
지털 방법은 둘다 발신지와 사용자 위치를 링크하는 통신채널을 통해 정보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디지털 방법은 예를 들어 채널 잡음 및 간섭을 개선시킬 수 있고,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암호화
를 사용하여 통신보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등 아날로그 기술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진다.

발신지로부터의 정보신호를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할 때, 정보신호는 우선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다. 정보신호의 변환 및 변조는 정보신호를 기초로하여 캐리어의 파라미터를 변화
시켜 결과적으로 변조된 캐리어의 스펙트럼이 채널 대역폭내에 한정되도록 한다. 사용자 위치에서, 원래
의 메시지 신호는 채널을 통해 수신된 변조 캐리어의 버전으로부터 복제된다. 이와 같은 복제는 일반적으
로 발신 송신기에 의해 사용된 변조과정의 역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실행된다.

변조는 또한 다중화, 즉 공통채널을 통한 여러 신호의 동시전송을 용이하게 한다. 다중화된 통신 시스템
은 일반적으로 통신채널의 연속 접속보다 오히려 비교적 단기간의 간헐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다수의 원격 
가입자 장치를 포함할 것이다. 한세트의 가입자 장치와 단기간동안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은 다
중 접속 통신 시스템으로 불린다.

특정 형태의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은 스펙트럼 확산 시스템으로 알려진다. 스펙트럼 확산 시스템에 있어
서, 이용된 변조기술은 통신채널내의 넓은 주파수대역이상으로 전송된 신호를 확산시킨다. 다중 접속 스
펙트럼 확산 시스템중 한 형태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CDMA)변조 시스템이다. 시분할 다중 접속(TDMA)방식
과,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DMA) 방식과 진폭 압신 단측파대와 같은 AM 변조 방식과 같은 다른 다중 접
속 통신 시스템 기술은 공지된 기술이다. 그러나, CDMA의 스펙트럼 확산 변조기술은 다중 접속 통신 시스
템에 대한 상기 변조기술에 비해 중요한 장점을 가진다.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의 CDMA 기술의 사용
은 '위성 또는 지상 중계기를 사용하는 스펙트럼 확산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1990년 2
월 13일에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4,901,307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 특허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
도되었다.

전술한 미합중국 특허 제4,901,307호에는, 각각 트랜시버를 가진 다수의 이동전화 시스템 사용자가 CDMA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신호를 사용하는 위성 중계기 또는 지상 중계기를 통해 통신하는 다중 접속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CDMA 통신을 사용할 때, 주파수 스펙트럼은 다중시간동안 재사용될 수 있어서 시스템 사
용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CDMA를 사용하면, 다른 다중 접속 기술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보
다 매우 높은 스펙트럼 효율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한쌍의 위치사이에서 CDMA 시스템에 의한 통신은 단일 사용자 확산코드를 사용하여 채널 대역폭이
상으로 각각 전송된 신호를 확산함으로써 달성된다. 특정 전송신호는 추출될 전송신호와 연관된 사용자 
확산코드를 사용하여 통신채널의 합성 신호에너지를 역확산시킴으로서 통신채널로 부터 추출된다.

특정 스펙트럼 확산 통신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채널(예를 들어, 음성, 팩시밀리 또는 고속 
데이터)이 다른 데이터율에서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공칭 데이터율에서 동작
하는 채널을 가지도록 또한 트래픽 데이터용량을 더 제공하는 감소된 데이터율 트래픽 채널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감소된 데이터율 채널을 사용하여 트래픽 용량을 증가시키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요
구되는 시간이 연장되며 전형적으로 매우 복잡한 데이터 코더 및 디코더를 이용해야 한다. 더욱이, 임의
의 스펙트럼 확산 통신시스템에서는 공칭 데이터율보다 높은 데이터율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증가된 
데이터율 트래픽 채널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트래픽 채널용량이 데이터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증가될 수 있는 CDMA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신채널이 공칭 시스템 데이터율보다 높은 
데이터율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CDMA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직교 PN 코드 시퀸스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CDMA 기술의 실행하면, 사용자간의 상호
간섭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용량이 증가하고 성능이 향상된다. 본 발명은 CDMA 스펙트럼 확산 통신시스
템에서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통신채널을 통해 정보를 통신하기 위한 개선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
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제1 및 제2정보 신호는 직접 시퀸스 스펙트럼 확산 통신신호를 사용하여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각각 전송된다. 미리 결정된 PN코드로 이루어진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 신호는 각각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특히, PNI신호는 I-채널 

변조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1정보신호 및 직교함수 신호와 결합된다. 유사하게, PNQ 신호는 Q- 채널 변조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정보신호 및 직교 함수신호와 결합된다. I-채널 및 Q-채널 변조 신호는 각각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기에 전송될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
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수신기는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I-채널 및 Q-채널 변조된 캐리어 신
호를 기초로하여 적어도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기 위하여 동작한다. 수신된 I-채널 및 Q-채널 변조된 캐리
어 신호는 직교함수 신호를 사용하여 중간 수신신호로 복조된다. 특히, 중간 수신신호는 제1세트의 동위
상(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역확산 PNI신호에 의해 역상관된다. 위상 회전자는  I 

및 Q 투영신호의 제1세트 및 수신된 파일럿 신호에 기초하여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기 위하여 동작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외에 목적 및 장점과 함께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하여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1도는 종래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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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는 본 발명에 따라 I-채널 및 Q-채널 정보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배치된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의 바
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제3도는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의 바람직한 실시예내에 포함된 변조 및 확산 네트워크의 블록도.

제4도는  I 및 Q 채널 파일럿 시퀀스를 제공하는 파일럿 발생 네트워크에 대한 블록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내에 통합된 RF 송신기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블록도.

제6도는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된 RF 신호 에너지를 수신하기 위해 배치된 전형적인 다이버시티 
수신기의 블록도.

제7도는 선택된 전송경로를 통해 수신된 신호 에너지를 처리하기위해 선택된 수신기 핑거의 블록도.

제8도는 제7도에 기술된 선택된 수신기 핑거의 상세한 블록도.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1도에는 'CDMA  셀룰라 전화시스템에서 신호파형을 발생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1992년 4월 7일 허여된 미합중국 특허 제5,103,459호에 개시된 것과 같은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가 도시되
어 있으며, 이 특허는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여기에 참조에 의해 통합된다. 제1도의 송신기
에 있어서,  예를 들어 보코더에 의해 데이터로 변환된 음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비트(100)는 인코더
(102)에 공급되며, 인코더(102)는 입력 데이터율에 따라 코드 심볼 반복(code symbol repetition)으로 데
이터 비트를 컨벌루션적으로 인코딩한다. 데이터 비트율이 인코더 (102)의 비트 처리율보다 작을 때, 코
드 심볼 반복은 인코더(102)가 인코더(102)의 비트 처리율과 매칭되는 비트율에서 반복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 비트(102)를 반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인코딩된 데이터는 인터
리버(104)에 제공되며, 인터리버(14)는 심볼 데이터를 블록단위로 인터리빙한다. 인터리빙된 심볼 데이터
는 인터리버(104)로부터 출력되어 전형적인 19.2ksps의 데이터율로 XOR게이트(106)에 입력된다.

제1도의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리빙된 데이터 심볼은 채널의 전송에 비화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크램블링
된다. 음성 채널신호의 스크램블링은 의도된 수신 가입자 장치에 특정한 PN 코드를 사용하여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의사잡음(PN) 코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PN 스크램블링은 적절한 PN 시퀀스 또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PN 발생기(108)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PN 발생기(108)는 전형적으로 1.2288MHz
의 고정된 데이터율로 단일 PN 코드를 발생시킨 긴 PN 발생기를 포함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 PN 코드는 
데시메이터를 통과하며, 이 데시메이터를 통과하는 결과적인 9.2MHz 스크램블링 시퀀스는 가입자 장치 식
별정보에 따라 XOR게이트(106)의 다른 입력에 공급된다. 그다음에, XOR게이트(106)의 출력은 XOR게이트
(110)의 한 입력에 제공된다.

다시 제1도를 참조하면, XOR게이트(110)의 다른 입력은 월시 코드 발생기 (112)에 접속된다. 월시 코드 
발생기(112)는 정보가 전송되는 데이터 채널에 할당된 월시 시퀀스에 대응하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월시
코드 발생기(112)에 의해 제공된 월시 코드는 각각 길이가 64인 64개의 월시코드들의 세트로부터 선택된
다. 64 직교 코드들은 64×64 하다마르 행렬의 직교코드들에 대응하며, 여기서 하나의 직교코드는 하다마
르 행렬의 단일 행 또는 단일 열에 해당한다. 스크램블링된 심볼 데이터 및 월시 코드는 XOR게이트(110)
에서 XOR 연산되며, 연산된 결과는 XOR 게이트(114, 116)의 양 입력으로써 제공된다.

XOR게이트(114)는 또한 PNI발생기(118)로부터 PNI 신호를 수신하는 반면에, XOR게이트(116)의 다른 입력은 

PNQ 발생기(200)로부터 PNQ신호를 수신한다. PNI 및 PNQ 신호는 특정지역, 즉 CDMA 시스템에 의해 커버되는 

셀에 전형적으로 대응하는 의사잡음 시퀀스이며 각각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통신채널에 관련된다. PNI 

및 PNQ 신호는 전송전에 사용자 데이터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XOR게이트(110)의 출력과 각각 XOR 연산된

다. 결과적인 I-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122) 및 Q-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126)는 직교쌍의 정현파를 이중
위상 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변조된 정현파는 RF주파수에 가산되고 대역통과 필터링되며 시프트되며,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을 완료하기 위해 안테나를 통해 방사되기전에 다시 필터링 및 증폭된다. 전술한 미
합중국 특허 제5,103,459호에는 다중 복조기 및 파일럿 신호의 사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1도의 전송시스템에서, 동일한 정보, 즉 채널 데이터(100)는 I-채널코드 확산 시퀀스(122) 및 Q-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126)에  의해  공칭  채널  데이터율로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이하에  기술되는 
것처럼, 본 발명은 PNI 코드 및 PNQ 코드를 사용하여 공칭 데이터율로 개별 정보신호의 쌍을 각각 전송하

기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개별 정보신호가  I 및 Q 통신채널의 각 쌍에 의해 개별적으로 전송될 때, 공
칭 시스템 데이터율에서 동작할 수 있는 스펙트럼 확산 시스템내의 채널의 수는 효과적으로 두배가 된다. 
선택적으로, 주어진, CDMA 통신채널은 독립적인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채널로 분할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단일 신호정보가  I 및 Q 채널사이로 분할됨으로써 공칭 데이터율의 2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미합중국 특허 제5,103,459호에 개시된 방식과 유사한 방식에서는 파일럿 신호가 전송을 위한 다중 
채널 변조된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라 별개의 I-채널(154) 및 Q-채널(156) 정보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배치된 스펙트럼 
확산 송신기(150)의 바람직한 실시에 대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지 단일 채널
쌍만이 기술된다. 전송 구조에 있어서, 송신기는 파일럿 채널외에 다른 사용자 채널을 위해 제2도에 도시
된 회로와 동일한 다수의 회로를 포함할 것이다. 이하에 기술된 것처럼, I-채널 및 Q-채널 정보신호는 위
상이 직교로 전송된 동일한 주파수의  RF 캐리어 신호를 이용하여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전
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전체 수의 시스템 사용자의 절반은 I채널을 통해 배타적으로 정보를 수신하며, 
나머지 사용자는 Q-채널을 통해 배타적으로 정보를 수신한다. 선택적으로, 고 데이터율 실행에서, 각각의 
사용자는 동일한 월시코드에 의해 변조된 I-채널 및 Q-채널 정보신호를 수신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단일 정보신호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절반이 각각  I 및 Q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어서, 공칭 데이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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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두배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특정 응용에서는 정보신호(154, 156)가 보코더에 의해 데이터 비트의 스트림으로 변환된 음성 또는 다른 
디지털 데이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신호(154, 156)는 개별 사용자 채널신호(예를 들어, 사용자 A데
이터 및 사용자 B데이터) 또는 디멀티플렉서(152)에 의해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디멀티플렉싱되는 
단일 고데이터율 채널 신호일 수 있다. 이때, 데이터 스트림은 한쌍의 인코딩 및 인터리빙 네트워드(160, 
164)에 각각 공급된다. 네트워크(160, 164)는 정보신호(154, 156)를 컨벌루션적으로 인코딩하고, 입력데
이터율에 따라 코드심볼 반복으로 인터리빙된다. 코드심볼 반복이 없을때, 네트워크(160, 164)는 예를 들
어 9.6kbit/s의 공칭율에서 동작한다. 정보신호의 입력 데이터 비트율(예를들어, 4.8kbit/s)이 공칭 데이
터율보다 낮을 때, 정보신호(154, 156)를 포함하는 비트는 공칭 심볼 데이터율(예를 들어, 9.6kbit/s)과 
동일한 데이터율로 반복 데이터 스트림을 형성하기 위해 반복된다. 인코딩된 데이터는 인터리빙된다음, 
인코딩 및 인터리빙된 심볼 스트림(an, bn)으로서 네트워크(160, 164)로부터 출력된다.

샘플링된 I-채널(154) 및 Q-채널(156) 정보신호의 컨벌루션적으로 인코딩 및 인터리빙된 버전에 각각 대
응하는 심볼의 스트림(an, bn)은 변조 및 확산 네트워크(170)에 공급된다. 네트워크(170)는 월시 발생기

(174)에 의해 공급된 신호를 사용하여 심볼 스트림(an, bn)을 변조하기 위해 동작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월시 발생기(174)에 의해 공급된 신호는 (an, bn)심볼 스트림이 전송되는 특정 쌍의  I 및 Q 통신

채널에 할당된 월시 코드 시퀀스로 이루어진다. 9.5kbit/s의 전형적인 데이터율에서, 발생기(174)에 의해 
제공된 월시 시퀀스는 각각 길이가 64인 64개의 직교월시 코드들의 세트로 부터 선택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월시 시퀀스의 칩율은 1.2288MHz로 선택된다. 이점에 있어서는 칩율이 시스템
에 사용될 기저대역 데이터율에 의해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수가 2의 멱
(power of 2)인 것이 바람직하다. 초당 9600비트의 공칭 기저대역 데이터율에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채널이 1.2288MHz, 즉 128×9600의 전형적인 월시 칩율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제2도에 의해 도시된 바와 같이,변조 및 확산 네트워크(170)에는 PNI 및 PNQ 시퀀스 발생기(178, 180)에 

의해 PNI 및 PNQ 확산 신호가 더 제공된다. PNI시퀀스는 I 통신채널에 관련되고, an 심볼 스트림을 I-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SI)로 확산하기 위해 네트워크(170)내에서 사용된다. 유사하게, PNQ 시퀀스는 Q 통신채

널을 통해 Q-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SQ )로서 전송하기 전에 b n  심볼 스트림을 확산하기 위해 네트워크 

(170)에 의해 이용된다. 결과적인 I-채널 및 Q-채널 코드 확산 시퀀스(SI, SQ)는 RF 송신기(182)내에서 발

생된 직교 쌍의 정현파를 이중위상 변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RF 송신기(182)에서, 변조된 정현파는 일반
적으로 합산되고, 대역통과 필터링되어 IF 주파수의 기저대역 주파수로부터 IF 주파수로 시프트되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을 완료하기 위해 안테나(184)를 통해 방사되기전에 여러 주파수 단계에서 증
폭된다.

송신기(150)가 N개 송신기중 i번째이라면(여기서, i=1, …N), I채널 및 Q채널 확산 시퀀스 SI(i) 및 SQ

(i)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Wi는 월시 발생기(174)에 의해 제공된 월시 시퀀스를 나타낸다.

제3도에는 변조 및 확산 네트워크(170)가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네트워크 (170)는 1.228Mchip/s의 고
정된 칩율에서 동작하는 긴 PN 코드 시퀀스 발생기 (184)와 19.2ksps의 전형적인 데이터율에서 스크램블
링 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데시메이터(188)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PN 발생기(184)는 적정 코드를 발생시

키기 위해 코드 선택입력에 응답한다. PN 발생기(184)는 비록 다른 길이의 코드가 사용될지라도 제2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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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정도의 길이로 코드 시퀀스를 제공한다. 비록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전송된 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지라도, 긴 PN 스크램블링 시퀀스는 통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고데이터율의 단
일 사용자 데이터가  I 및 Q채널 둘다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 PN 코드 시퀀스는 동일하다. 그러나,  I 
및 Q채널이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되는 경우에, 긴 PN 스크램블링 코드는 바람직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 
여러  코드  시퀀스중  어느  하나는  다른  코드  위상  오프셋  동일한  코드  시퀀스(지연  또는  앞선  코드 
시퀀스)일 수 있다. PN 발생기(184)는 종래에 알려진 바와 같이 상기와 같은 코드 시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3도의 회로와 동일한 다수의 회로가 실행되는 다중 접속 경우에, 각각의 사용자 채널에 할당된 
스크램블링 코드는 다른 코드 또는 다른 코드 위상 오프셋을 가진 동일한 코드중 하나 일 수 있다.

XOR 게이트(186, 190)는 I-채널 전력제어 및 타이밍 회로(192)와 Q-채널 전력제어 및 타이밍 회로(196)에 
전송하기전에 an 및 bn 심볼 스트림을 스크램블링하기 위하여 긴 PN 발생기(184)에 의해 발생되고 데시메

이터(188)를 통해 제공된 단일 스크램블 코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회로(192, 196)는 전력 
제어 및 타이밍 정보 비트를 an 및 bn 심볼 스트림으로 다중화함으로써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사용자로

부터의 신호를 전송하여 제어가 실행되도록 한다. I-채널 및 Q-채널 타이밍 및 전력 제어회로(192, 196)
에 의해 발생된 다중화된 심볼 스트림은 XOR 결합기(202, 204)의 입력에 각각 제공된다.

제3도에 도시된 것처럼, XOR 결합기(202, 204)의 다른 입력에는 월시 발생기(174)에 의해 발생된 미리 할
당된 월시 시퀀스에 대응하는 신호가 제공된다. I-채널 및 Q-채널 회로(192, 196)로부터의 심볼 스트림은 
XOR  게이트(202,  204)에  의해 월시 시퀀스와 XOR  결합되며,  결과적인 비트 스트림은 XOR  게이트(208, 
210)에 입력으로서 각각 제공된다. XOR 게이트(201)는 PNI 신호를 수신하며, XOR 게이트 (208)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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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은 PNQ 신호를 수신한다. PNI 및 PNQ 신호는 XOR 게이트(202, 204)의 출력과 각각 XOR 결합되며, I-채

널 및 Q-채널 기저대역 필터(214, 216)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대역통과 필
터(214, 216)는 통과대역 0≤f≤fp의 ±δ1사이에 한정되고 정지대역 f≥fs의 -δ보다 작거나 동일한 정규

화된 주파수 응답 S(f)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δ1=1.5dB, δ2=40db, fp=590kHz 

및 fs=740kHz이다. 제3도에 도시된 것처럼, 대역통과 필터 (214, 216)는 I-채널 및 Q-채널 확산 시퀀스

(SI, SQ)를 발생시킨다. I-채널 및 Q-채널 기저대역 필터(214, 216)로부터의 필터링된 신호는 RF 송신기

(182)에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데이터 변조를 포함하지 않는 파일럿 채널은 I-채널 및 Q-채널 확산 시퀀스
(SI, SQ)와 함께 전송된다. 파일럿 채널은 신호 동기획득 및 추적 목적에 사용되는 비변조된 스펙트럼 확

산 신호로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다수의 송신기를 통합한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제공
되는 통신채널의 세트는 단일 파일럿 신호에 의해 식별될 것이다. 그러나, 파일럿 신호에 대한 개별 세트
의 PN 발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세트의 파일럿 신호를 발생시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은 동일한 
기본적인 시퀀스를 시프트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의도된 수신기 장치는 전체 파일럿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며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발생시키는 오프셋 또는 시프트로 동조된다.

따라서, 파일럿 시퀀스는 시스템에서 많은 수의 파일럿 신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시퀀스의 시프
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길 것이다. 더욱이, 분리 또는 시프트는 파일럿 신호에서 간섭이 발

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파일럿 시퀀스 길이는 2
15
로 선택

되며, 이는 64 칩의 기본적인 시퀀스에서 오프셋된 512개의 개별 파일럿 신호를 허용한다.

제4도를 참조하면, 파일럿 발생 네트워크(230)는 모두 제로로 이루어진 월시 '제로' W0 시퀀스를 XOR 게이

트(244, 246)에 제공하는 월시 발생기(240)를 포함한다. 월시 시퀀스 W0는 각각  XOR 게이트(244, 246)을 

사용하여 PNI 및 PNQ에 의해 다중화된다. 시퀀스 W0가 단지 제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인 시퀀스의 

정보내용은 PNI 및 PNQ 시퀀스만을 따른다. 따라서, 선택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XOR 게이트(244, 246)에는 

PNI 및 PNQ시퀀스가 직접 제공될 필요가 없다. XOR 게이트(244, 246)에 의해 발생된 시퀀스는 유한 임펄스 

응답필터(FIR)(250, 252)에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I-채널 및 Q-채널 파일럿 시퀀스 PI 및 PQ에 각각 대응

하는 FIR 필터(250, 252)로부터 출력된 필터링된 시퀀스는 RF 송신기(182)에 공급된다.

시퀀스 W0가 전술한 것처럼 제로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PNI 및 PNQ시퀀스가 XOR 결합기(244, 246)에 제공

될 필요없이 FIR 필터(250, 252)에 직접 제공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제5도에는  RF  송신기(182)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기술되어  있다.  송신기(182)는 PN I  확산  데이터  신호 

SIi(i=1 내지 N)와 I-채널 파일럿 PI를 합산하는 I-채널 합산기(270)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Q-채널 합산

기(272)는 PNQ확산 데이터 신호 SQi(i=1 내지 N)와 Q-채널 파일럿 PQ를 합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디지털 아

날로그(D/A) 변환기(274, 276)는 I-채널 및 Q-채널 합산기(270, 272)로부터의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형
태로 각각 변환하기 위해 제공된다. D/A 변환기(274, 276)에 의해 발생된 아날로그 파형은 국부 발진기
(LO) 캐리어 주파수 신호 Cos(2πft) 및 Sin(2πft)와 함께 혼합기(288, 290)에 공급되어 합산된 다음 합
산기(292)에 제공된다. 직교위상 캐리어 신호 Sin(2πft) 및 Cos(2πft)는 적정 주파수원(도시안됨)으로
부터 제공된다. 이들 혼합된 IF 신호는 합산기(292)에서 합산되어 혼합기(294)에 제공된다.

혼합기(294)는 RF 주파수 대역에서 주파수를 상향 변환시키기 위해 주파수 합성기(296)로부터의 RF 주파
수 신호와 합산된 신호를 혼합한다. RF 신호는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성분을 포함하며, 대역통과 필
터(298)에 의해 대역통과 필터링된 다음 RF 증폭기(299)로 출력된다. 증폭기(299)는 전송 전력 제어회로
(도시안됨)로부터의 입력 이득 제어신호에 따라 대역 제한 신호를 증폭한다. RF 송신기(192)의 다른 실행
은 여기에 기술되지 않으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양한 신호 합산, 혼합, 필터링 및 증폭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표 Ⅰ는 1.2, 2.4, 4.8, 9.6 및 19.2kbps의 전형적인 데이터율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응하는 변조 파라
미터의 값을 나타낸다.

[표 1]

제6도은 RF 송신기(182)에 의해 제공된 RF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배치된 전형적인 다이버시티 수신기의 블
록도이다. 제6도에서, 송신된 RF 신호는 안테나(310)에 의해 수신되고 아날로그 수신기(312) 및 디지털 
수신기(314)로 구성된 다이버시티 레이크 수신기에 제공된다. 안테나(310)에 의해 수신되어 아날로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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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312)에 제공된 신호는 개별 또는 다중 가입자 수신기에서 의도된 동일한 파일럿 및 데이터 신호의 
다중경로 전파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QPSK  모뎀으로써 구성되는 아날로그 수신기
(312)는 수신된 신호를 혼합  I 및 Q 성분으로 디지털화한다. 혼합  I 및 Q 성분은 복조를 위해 디지털 
수신기(314)에 공급된다. 그 다음에, 복조된 데이터는 결합, 디인터리빙 및 디코딩을 위한 디지털 회로
(316)에 공급된다.

아날로그 수신기(312)로부터 출력된 각각의  I 및 Q 성분은 동일한 파일럿 및 대응 데이터 신호의 다중경
로 전파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수신기(314)에서, 제어기(318)와 탐색자 수신기(315)에 의해 선택된 
전송신호의 임의의 다중경로 전파는 '핑거'로서 언급된 다중 데이터 수신기 또는 복조기(320a-320c)중 다
른 하나에 의해 각각 처리된다. 비록 단지 3개의 데이터 복조 핑거(복조기(320a-320c))만이 제6도에 기술
될지라도, 3개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핑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각각의 핑거는, 아날
로그 수신기(312)로부터 출력된  I 및 Q 성분을 역확산시킴으로써, 선택된 경로에 대응하는 파일럿 및 데
이터 신호의  I 및 Q성분(RI, RQ)를 추출한다.

각각의 핑거에 대한 파일럿 신호의 I 및 Q 성분은 파일럿 벡터를 형성할 수 있으며, I-채널 및 Q-채널 데
이터의  I 및 Q 성분은 한쌍의 데이터 벡터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파일럿 및 데이터 벡터
의  I 및 Q성분은 I-채널 및 Q-채널 데이터를 추정하기 위해 수신된 신호 에너지로부터 추출된다. 파일럿 
신호는 전형적으로 데이터 신호보다 강한 신호강도로 전송되고, 예컨데, 파일럿 신호벡터의 크기는 수신
된 데이터 신호 벡터보다 크다. 따라서, 파일럿 신호벡터는 신호처리를 위한 정확한 위상기준으로써 사용
될 수 있다.

전송방법에 있어서, 파일럿 및 데이터신호는 동일한 경로를 통해 수신기에 전송된다. 그러나, 채널 잡음 
때문에, 수신된 신호는 일반적으로 전송된 위상신호로부터 오프셋될 것이다. I-채널 및 Q-채널 데이터 신
호벡터와 파일럿 신호 벡터의 스칼라 적(scalar product)은 선택된 수신기 핑거에 의해 수신된 신호로부
터 I-채널 및 Q-채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스칼라 적은 각각의 데이터 벡터에 파일럿 
벡터를 투영함으로써 파일럿 벡터와 동위상인 데이터 벡터의 성분크기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택된 
수신기 핑거에 의해 수신된 신호 에너지로부터 파일럿 신호를 추출하는 한 과정은 제8도를 참조로하여 이
하에 기술되며, '파일럿 캐리어 스칼라 적 회로'라는 명칭으로 1992년 11월 24일에 출원된 계류중인 미합
중국 특허 출원번호 제07/981,034호에 개시되어 있다.

전술한 것처럼,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각각의 사용자에는 각각 길이가 64인 64개의 직교 월시코드 Wi중의 

하나가 할당된다. 이것은 파일럿 채널 63개의 I-채널 및 63개의 Q-채널을 포함하는 채널 세트가 주어진 
쌍의 확산 시퀀스(PNI, PNQ)를 사용하여 전송되도록 한다. 이같은 전체 채널과 연관된 전송된 신호 에너지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아날로그 수신기(312)에 의해 k번째 전송경로를 통해 수신된 신호 R
k
(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전송된 신호는 수신기의 국부 기준에 대하여 θ의 랜덤 위상 편이를 가지고, n(f)는 신호 R
k
(t)가 

본래 가지는 신호 간섭잡음을 나타낸다. 신호 R
k
(t)는 기저대역 임펄스 응답h(-t) 를 가진 아날로그 수신

기(312)내의 대역통과 필터를 통과하며, 여기서 h(t)는 송신기(182)내의 기저대역 필터의 임펄스 응답을 
나타낸다. 필터링된 신호는 시간 t=nTw로 샘플링되며, 여기서 Tw는 할당된 월시 코드 시퀀스(Wi)에서 연속

적인 칩사이의 주기를 나타낸다.

이들 동작은  I 및 Q 투영신호  를 발생시키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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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6)을 사용하면, 샘플링된 투영  은 다음과 같이주어진다.

여기서, 잡음항 Ni 및 Nq는 제로 평균 및 분산σ
2
의 랜덤 방법으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심볼 스트림 an 및 bn의 추정값  은 k번째 전송경로를 통해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선

택된 수신기 핑거에 의해 샘플링된 투영신호 로부터 유도된다.

제7도에는 아날로그 수신기(312)에 의해 발생된 샘플링된 투영신호 를 처리
하기 위해 선택된 수신기 핑거(320)(제6도)중의 한 수신기 핑거에 대한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수신기 
핑거(320)는 복조/역확산 및 위상 회전 회로(340)와 위상 추정 및 시간 추적 회로(344)를 포함한다. 이하
에서 더 상세히 기술되는 것처럼, 회로(340)는 할당된 월시코드 시퀀스(Wi)를 사용하여 샘플링된 투영신호 

 를 복조하기 위해 동작한다. 복조후, 결과적인 비트 스트림은 PNI 및 PNQ 
시퀀스에 의해 확산되며 한세트의 상관기(correlator)에 공급된다. 상관기는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전
송된 데이터의 중간 동위상 및 직교위상 투영신호를 발생하기 위해 동작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추정값 

 은 전송된 파형 및 수신기(314)의 국부적으로 발생된 기준사이의 추정된 위상편이  에 
따라 전송된 데이터의 중간 투영신호의 위상을 회전시킴으로서 발생된다. 위상 추정 및 시간 추적 회로

(344)는 전형적으로 위상 추정값 를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위상 고정 루프 또는 다른 회로를 포함할 것
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위상 추정 및 시간 추적회로(344)는 샘플링된 투영신호 

 의 복조 및 역확산동안 회로(340)에 의해 발생된 중간신호를 기초로하여 k
번째 경로를 통해 전송된 파일럿 신호를 추정하기 위해 동작한다. 추출된 파일럿 신호는 회로(340)에 의

해 수행되는 위상 회전연산을 위해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  의 추정값 을 제공

하는 심볼 결합기(도시안됨)내에 시정렬을 위해 사용된다. 심볼 결합기내에서, 각각의 경로를 통해 전송
된 데이터의 추정값은 시정렬되고 함께 더해져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킨다.

제8도는 제6도에 도시된 수신기 핑거(320)를 더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다. 제8도에 도시된 것처럼, 회로

(340)는 샘플링된 투영신호 이 1.2288MHz의 PN 확산율로 공급되는 승산기
(380, 382)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제8도에 도시된 각각의 승산기에 공급된 2진 시퀀스
의 높고 낮은 논리값은 각각 +1 및 -1로 가정된다. 월시 발생기(386)는 승산기(380, 382)의 둘다에 접속

되고,  승산기(380,  382)에서 월시 발생기(386)의 출력(Wi )은  투영신호 와 

승산된다. 회로(340)는 승산기(398)에 PNI 시퀀스를 제공하고 승산기(402, 404)에 PNQ 시퀀스를 공급하는 

PN발생기(390,  392)를  포함한다.  제9도에  도시된  것처럼,  승산기(380)로부터의  월시  복조  투영신호 

 는 승산기(398)에서 PNI 시퀀스와 승산되고 승산기(402)에서 PNQ 시퀀스와 승산된다. 유사

하게, 승산기(382)로부터 출력된 월시 복조 투영신호  는 승산기(400)에서 PNI시퀀스와 승산
되며, 승산기(404)에서 PNQ 시퀀스와 승산된다.

승산기(398,  400)는 월시 복조된 투영신호  와 PN I  시퀀스를 상관시킨다. 

적절한 타이밍은 시정렬 회로(410)에 의해 PNI 시퀀스 및 시퀀스  사이에서 

유지되며,  이  동작은  이하에서  기술된다.  유사하게,  시퀀스  는 승산기
(402, 404)에 의해 PN Q 시퀀스와 상관된다. 승산기(398, 400)의 상관된 출력은 대응하는 I-채널 누산기

(414, 416)에 공급되고, 승산기(402, 404)의 상관된 출력은 대응하는 Q-채널 누산기(418, 420)에 공급된
다. 누산기(414, 416, 418, 420)는 전형적인 실시예에서 64칩 이상인 하나의 월시 심볼주기(Tw)이상 입력
정보를 누산한다. 누산기의 출력은 시정렬 회로(410)의 제어하에서 대응하는 스위치(434, 436, 438, 44
0)를 통해 지연소자(424, 426, 428, 430)에 공급된다. I I  및 IQ로서 각각 표시되는 I-채널 누산기(414, 

416)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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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잡음항 ni 및 nq은 제로 평균 및 분산 Lσ
2
을 가진 독립 확률변수이며,할당된 월시코드가 L월시칩

의 길이를 가지는 것이 가정된다. 유사하게, Q-채널 누산기(428, 430)의 출력 QI 및 QQ는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제8도를 참조하면, 위상 추정 및 시간추적 회로(344)는 수신기 핑거(320)내에서 시정렬을 유지할 때 사용
된  파일럿  위상신호를  발생시키는  파일럿  추출회로(450)를  포함한다.  파일럿  추출회로(450)는 승산기
(398, 404)로 부터의 출력이 공급되는 가산기(454)와 승산기(400, 402)의 출력을 가산하는 가산기(456)를 
포함한다. 회로(450)는 월시 시퀀스(Wi, WO)를 승산기(466)에 각각 공급하기 위해 동작하는 월시 발생기

(462, 464)를 더 포함한다. 회로(410)에 의해 월시 발생기(462, 464)에 공급되는 타이밍 정보에 의해 적
절하게 시정렬되고 승산기(466)에 의해 발생된 결과적인 복조 시퀀스(Wi, WO)는 승산기(468, 470)에 공급

된다. 시퀀스(Wi, WO)는 승산기(468)에 의해 가산기(454)의 출력과 승산되는 반면에, 승산기(470)는 시퀀

스 (Wi, WO) 및 가산기(456)에 의해 공급된 출력에 응답하여 동일한 동작을 실행한다.

승산기(468, 470)의 출력은 수신된 파일럿 신호의 위상을 추정하기 위하여 선택된 간격이상으로 파일럿 
추출 누산기(474, 478)에 의해 각각 누산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누산된 간격은 시간주기 2rL에 
걸치며, 여기서 전술한 바와 같이 L은 월시 심볼 주기에 대응한다. 이 누산 간격은 일반적으로 파일럿 위
상을 추정하기에 적정한 시간 전 및 후에 즉시 발생하는 시간주기 'rL'이상으로 발생한다. 누산기(414, 
416,  418,  420)에 의해 발생된 출력과 파일럿 추출 누산기(474,  480)의 출력사이의 시정렬은 지연소자
(424, 426, 428, 430))에 의해 유지된다. 각각의 지연소자(424, 426, 428, 430)에 의해 달성된 신호 지연
은 'r'미래 월시심볼 만큼 걸친 간격에 동일한 주기로 선택된다. 따라서, n번째 전송된 심볼에 대응하는 
파일럿을 추정할 때, 한세트의 데이터 심볼(Sj)(여기서, L(n-r)+1≤j≤L(n+r)은 누산기(474, 478)에 의해 

누산된다. 따라서, 스위치(482,  486)는 폐쇄된 위치에서 1/LTW의 주파수로 토글되며, 스위치(434,  436, 

438, 440)는 폐쇄된 위치에서 1/LTW의 주파수로 토글된다.

파일럿 추출 누산기(482, 486)에 의해 발생된 신호는 k번째 경로를 통해 전송된 파일럿(Pk) 신호의 I-채널 

및 Q-채널 투영신호에 대응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제8도를 참조하면, 파일럿 신호의 I-채널 및 Q-채널 투영신호는 I-채널 위상 회전자(550) 및 Q-채널 위상 
회전자(552) 둘다에 제공된다.  I-채널 위상 회전자 (550)는 파일럿 신호 Pk에 의해 가중된 k번째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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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송된 데이터 시퀀스 의 추정값에 대응하는 출력 데이터값 의 시퀀스를 발생시킨다. I-
채널 위상 회전자(550)에 의해 실행되는 특정 동작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방정식(18)은 삼각법 항등식을 사용하여 방정식(17)로부터 구해진다.

방정식(18)을 살펴보면, 실제 위상편이 θ 및 추정된  사이의 위상 에러  가 제로일 때, 

출력 데이터값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이상적인 위상 추정값에 대해, 데이터 값  은 전송된 파일럿 신호의 강도에 비례하여 가중된 

데이터 값  에 대응한다. 다양한 수신전송경로를 통해 전송된 파일럿 신호의 상대 각도는 각각의 
수신기 핑거(320)로부터  심볼을 결합할 때 신호대 잡음비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방정식(15)에 의해 표현된 것처럼, 위상 에러가 존재하면 Q 채널 신호 에너지로부터의 벡터적 간섭으로 

인해 의 값이 부적절하게 감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PN 확산이 방정식(18)의 제2항에 의
해 표현된 바와 같이 제1항에 관련된 L의 인자만큼 벡터적 간섭의 평균 전력을 감쇄시키기 때문에 최소화

된다. 잡음항 n'은 제로 평균 및 분산  을 가진 확률변수로서 특징지워질 수 있다.

Q-채널 위상 회전자(552)의 연산은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잡음항 n'은 제로 평균 및 분산  을 가진 확률변수이다. 실제 위상편이 θ 및 추정된 

위상 사이의 위상 에러 가 제로일 때, 출력 데이터 값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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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k번째 경로를 통해 전송된 I-채널 및 Q-채널 데이터의 가중된 추정값 

 은 심볼 결합기(도시안됨)에 의해 나머지 수신기 핑거의 출력값 

와 각각 결합되나 제6도의 디지털 회로(316)내에서 구해진다. 

심볼 스트림중 하나만이 I-채널 또는 Q-채널중 어느 하나를 통해 특정 사용자
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심볼 스트림중의 단지 하나만이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회로(316)는 선택신호에 응답하여 두 개의 심볼 스트림중 선택된 한 출력을 공급하는 멀티플렉서 
또는 스위치를 포함한다. 디지털 회로(316)는 또한 PN 발생기 및 데시메이터를 포함하는 디스크램블링 회
로를 포함한다. 스크램블링된 심볼 스트림은 데시메이트된 PN 코드 시퀀스를 제거함으로서 디스크림블링
되며, 결과적인 심볼은 디지털 회로(316)내에 포함된 디인터리버내에서 디인터리빙된다. 디인터리빙된 심
볼 스트림은 디지털 회로(316)내의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되며 사용자 데이터로서 사용자에게 공급된다.

다른 사용자 경우의 다른 실시예에서,  I 및 Q채널 데이터는 멀티플렉서 또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를 통해 
공급된 적정 사용자 데이터의 출력과 함께 개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디스크램블링, 디인터리빙 및 디코
딩). 다양한 다른 구조는 처리경로에 대한 멀티플렉서의 배치에 따라 단일 경로처리 및 이중경로 처리사
이의 혼성으로서 용이하게 실행될 수 있다.

다른 사용자에 대해  I 및 Q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 BPSK형 변조는 각각의 사용자로의 데이터 전송에 이
용된다. 그러나,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자 전체 수의 절반이 I-채널을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자가 
Q-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QPSK 변조 및 QPSK 확산으로써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단일 사용자에 대해서는 높은 데이터율 사용자만이  I 및 Q채널 둘다를 사용해야 한다.

높은 데이터율 사용자의 경우에, 데이터는 다중화 및 처리된후 두 개의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즉, 데이
터의  절반이  각각   I  및  Q  채널을  통해  정보신호로써  제공되어  데이터느  공칭  데이텅율의  2배로 
전송된다. 수신시, 각각의 데이터 복조기(320)(제6도)는 k번째 경로를 통해 전송된 I-채널 및 Q-채널 데

이터의 가중된 추정값 을 제공하며, 이 가중된 추정값  

은 제6도의 디지털 회로(316)에 포함된 각각의  심볼 결합기(도시안됨)에 의해 나머지 수

신기 핑거의  각각 결합된다. 전형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디지털 회로(316)는 두
개의 심볼 스트림을 처리하며, 처리된 결과적인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출력되기 전에 결합된다. 디지털 회
로(316)는 PN 발생기 및 데시메이터를 포함하는 디스크램블링 회로를 포함한다. 스크램블링된 심볼 스트
림은 양쪽 심볼 스트림으로부터 데시메이트된 PN 코드 시퀀스를 제거함으로서 디스크램블링된다. 결과적
인 심볼은 디지털 회로(316)내에 포함된 개별 디인터리버에서 디인터리빙된다. 그 다음에, 디인터리빙된 
심볼 스트림은 디지털 회로(316)내의 개별 디코더에 의해 디코딩된다. 디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은 디지털 
회로(316)내의 멀티플렉서에 의해 단일 데이터 스트림으로 결합되고, 사용자 데이터로서 사용자에 공급된
다. 다양한 다른 실시예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앞의 실시예로부터 용이하게 유도될 수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본 발명을 변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 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변조
하기 위한 변조 시스템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PN  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

(PNQ)신호를 발생시키는 PN 신호 발생기와; 미리 결정된 길이의 제1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1 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

2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변조 네트워크와; 

상기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상기 I 및 Q변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 관
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캐리어 신호를 각각 변조하는 전송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네트워크는 상기 PNI신호 및 상기 제1시스템 사용자와 연관된 제1PN코드 시퀸

스 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제1정보신호를 변조하고, 상기 PNQ신호 및 상기 제1PN코드 시퀸스 신호와 다른 

제2PN코드 시퀸스 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제2정보신호를 이중위상 변조하는 이중위상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직교함수신호를 발생시키는 상기 수단은, 직교 월시 함수 세트로부터 하나의 직
교함수를 선택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된 직교함수에 기초하여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를 도출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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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캐리어 신호 및 상기 캐리어 신호의 위상과 직교하는 위상을 가진 상기 캐리어 신호의 복제 신호를 사용
하여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의 동위상(I) 및 직교위상(Q)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신호를 변조하기 
위한 변조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정보신호를 제1 및 제2부분으로 분할하여, 상기 I 및 Q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의도된 수신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부분을 제1 및 제2인코딩된 신호로 인코딩
하는 분할기 회로와; 미리 결정된 길이를 가진 하나의 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미리 결정된 
PN 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신호를 발생시키는 PN신호 발생기와; 상기정보

신호의 제1부분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I 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정보신

호의 제2부분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변조 네트워크와; 

상기 I 및 Q 변조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캐리어신호와 상기 캐리어 신호의 상기 복제 신호를 각각 변조하
는 전송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타이밍 제어신호를 상기 정보신호에 더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며, 상기 타이밍 제어신호
는 상기 통신 시스템의 상기 I 및 Q채널상의 신호 전파지연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시스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변조 네트워크는 상기 PNI신호로 상기 I 변조신호를 변조하며, 상기  PNQ신호로 상

기 Q변조신호를 이중위상 변조하는 이중위상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조 시스템.

청구항 7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제1정보신호와 다른 제2정보신호가 각각 전송되는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스펙트
럼 확산 통신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코드분할 다중 접속(CDMA)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제2정보신호에 대하여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를 각각 변조하는 변조수단과;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I 및 Q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수단과; 상기 I 및 Q통신채널을 통
해 수신된 상기 I 및 Q변조된 캐리어 신호에 따라 적어도 상기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는 수신수단을 포함
하며, 상기 변조수단은, 

-미리 결정된 PN 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신호를 발생시키는 PN발생기와, 

- 하나의 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I 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

정보신호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 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변조 네트워크와, 

-상기 I 및 Q 변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
를 변조하는 전송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직교함수 신호를 사용하여 중간 수신신호로 복조하는 복조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상기 PNI신호를 복제하여 제1역확산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동위상

(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의 제1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역확산 신호와 상기 중간 수신신호를 
상관시키는 제1상관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변조된 파일럿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파일럿 신호를 결합하는 
파일럿 변조 네트워크와; 파일럿 채널을 통해 상기 변조된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상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된 상기 변조된 파일럿 신호를 상기 직
교함수 신호를 사용하여 복조하여 상기 파일럿 캐리어 신호를 추정하는 복조기와, 상기  I 및 Q 투영신호
의 제1세트와 상기 파일럿 캐리어 신호의 추정값을 기초로하여 상기 정보신호를 추정하는 제1위상 회전회
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상기 PNI신호를 복제하여 제2역확산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동위

상(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의 제2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2역확산 신호와 상기 중간 수신신호를 
상관시키기 위한 제2상관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상기  I 및 Q 투영신호의 제2세트와 상기 전송된 파일럿 캐리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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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값을 기초로하여 상기 제2정보신호를 추정하는 제2위상 회전회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수단은 상기  I 및 Q투영신호의 제1세트를 지연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제1 및 제2사용자에게 각각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PN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와; 상기 제1사용자와 연관된 제1PN코드 시퀸스 및 상기 제2사용자와 연관된 제2PN코드 시퀸스를 발생시
키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길이를 가진 하나의 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PNI신호, 상기 

제1PN코드 시퀸스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제1정보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PNQ신호, 상기 제2PN코드 시퀸스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제2정보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

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상기  I 및 Q변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를 각각 변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PNI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I 변조신호를 이중위상 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PNQ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Q변조신호를 이중위상 변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하나의 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상기 단계는 직교 월시함수 세트로부터 하나의 직
교함수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직교함수에 기초하여 상기 직교함수 신호를 도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변조된  I 및 Q 캐리어 신호를 각각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캐리어 신호와 상기 캐리어 신호의 위상과 직교하는 위상을 가진 상기 캐리어 신호의 복제신호를 사용하
여,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의 동위상(I) 및 직교위상(Q)채널을 통해 전송될 정보신호를 변조하기 위
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I 및 Q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의도된 수신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정
보신호를 제1 및 제2부분으로 분할하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길이를 가진 하나의 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
키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PN 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정보신호의 제1부분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I 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

하며, 상기 정보신호의 제2부분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I 및 Q 변조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캐리어 신호 및 상기 캐리어 신호의 복제신호를 각각 변
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타이밍 제어신호를 상기 정보신호에 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타이밍 제어신호
는 상기 통신시스템의  I 및 Q채널상의 신호전파지연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PNI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I 변조신호를 이중위상 변조하는 단계와, 상기 PNQ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Q변조신호를 이중위상 변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코드분할 다중 접속(CDMA)통신 시스템에서, 제1 정보신호 및 상기 제1정보신호와 다른 제2정보신호가 전
송되는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스펙트럼 확산 통신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ⅰ) 상기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제2정보신호에 대하여 동위상(I) 및 직교위상 (Q)  캐리어 신호를 변조하
는 단계와;

ⅱ) 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단계와;

ⅲ) 상기 수신기에서 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에 따라 적어
도 상기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변조단계는,

-미리 결정된 PN 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 하나의 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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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I 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

정보신호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 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I 및 Q 변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
를 변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수단단계는 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
호를 상기 직교함수 신호를 사용하여 중간 수신신호로 복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단계는, 상기 PNI신호를 복제하여 제1역확산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동위

상(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의 제1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역확산 신호와 상기 중간 수신신호를 
상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변조된 파일럿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파일럿 신호를 결합하는 단
계와; 파일럿 채널을 통해 상기 변조된 파일럿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단계는, 상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된 상기 변조된 파일럿 신호를 복조하
는 단계와; 상기 파일럿 채널을 통해 전송된 상기 파일럿 신호를 추정하는 단계와;  I 및 Q 투영신호의 
제1세트와 상기 파일럿 캐리어 신호의 추정값을 기초로하여 상기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단계는, 상기 PNQ신호를 복제하여 제2역확산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동위

상(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의 제2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2역확산 신호와 상기 중간 수신신호를 
상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단계는,  상기 I 및 Q 투영신호의 제2세트와 상기 전송된 파일럿 캐리어 신호
의 추정값을 기초로하여 상기 제2정보신호를 추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변조
하기 위한 변조 시스템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PN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 

신호를 발생시키는 PN 신호 발생기와; 상기 제1시스템 사용자와 연관된 제1PN코드 시퀸스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2시스템 사용자와 연관된 제2PN코드 시퀸스를 발생시키는 코드 시퀸스 발생기와; 미리 결정된 길
이의 제1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직교함수 발생기와; 상기 PNI신호, 상기 제1PN코드 시퀸스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제1정보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PNQ신호, 상기 제2PN코드 시

퀸스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제2정보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제공하는 변조 네트워크와; 상기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상기  I 및 Q 변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신호를 각각 변조하는 전송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변조 시스템.

청구항 30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변조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PN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시스템 사용자와 연관된 제1PN코드 시퀸스와 상기 제2시스템 사용자와 연관
된 제2PN코드 시퀸스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길이를 가진 제1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
계와; 상기 PNI신호, 상기 제1PN코드 시퀸스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제1정보신호를 결합하여 I변조

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PNQ신호, 상기 제2PN코드 시퀸스 및 상기 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제2정보신호를 결

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상기  I 및 Q 변
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를 각각 변조시
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제2동
작모드중에 변조하고, 캐리어 신호 및 상기 캐리어 신호의 위상과 직교하는 위상을 가진 상기 캐리어 신
호의 복제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의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채널을 통해 전
송되는 제3정보신호를 제2동작모드중에 변조하는 이중모드 변조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I 및 Q채널을 통
해 하나 이상의 의도된 수신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2동작모드중에 상기 제3정보신호를 제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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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분으로 분할하기 위한 분할기 회로와; 미리 결정된 PN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

잡음(PNQ)신호를 발생시키는 PN신호 발생기와; 미리 결정된 길이를 가진 제1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직교함수신호 발생기와; 상기 제1동작모드중에 상기 제1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를 상기 PNI신

호와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동작모드중에 상기 제3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
호와 상기 PNI를 결합하여 상기 I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1동작모드중에 상기 제2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 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동작모드중에 상기 제3정보

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신호를 결합하여 상기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변조 네트워크와; 

상기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 상기  I 및 Q 변조신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를 각각 변조하는 전송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이중모드 변조시스템.

청구항 32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제1 및 제2시스템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제1 및 제2정보신호를 제2동
작모드중에 변조하고, 캐리어 신호 및 상기 캐리어 신호의 위상과 직교하는 위상을 가진 상기 캐리어 신
호의 복제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스펙트럼 확산 통신 시스템의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채널을 통해 전
송되는 제3정보신호를 제2동작모드중에 변조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I 및 Q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
의 의도된 수신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제2동작모드중에 상기 제3정보신호를 제1 및 제2부분으로 분할
하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PN코드의 동위상 의사잡음(PNI) 및 직교위상 의사잡음(PNQ)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미리 결정된 길이를 가진 제1직교함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동작모드중에 상기 제
1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I 신호를 결합하여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동작모

드중에 상기 제3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신호와 상기 PNI를 결합하여 상기 I 변조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1동작모드중에 상기 제2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 신호를 결합하여 Q변조신호

를 제공하며, 상기 제2동작모드중에 상기 제3정보신호 및 상기 제1직교함수 신호와 상기 PNQ신호를 결합하

여 상기 Q변조신호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I 및 Q통신채널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 상기  I 및 Q 변조신
호를 사용하여 미리 결정된 위상관계를 가진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캐리어 신호를 각각 변조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사용하여 제1 및 제2 정보신호를 각각 전송하는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스펙트럼 확산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CDMA)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I 및 Q 통신채널
을 통해 수신된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에 따라 적어도 상기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는 수신기에 
있어서, 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직교함수 신호를 사용
하여 중간 수신신호로 복조하는 복조기와; PNI신호를 복제하여 제1역확산 신호를 발생시키는 PNI신호 발생

기와;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의 제1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역확산 신호를 사용하여 
상기 중간 수신신호를 상관시키는 제1상관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기.

청구항 34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사용하여 제1 및 제2 정보신호를 각각 전송하는 동위상(I) 및 직교위상(Q)  
스펙트럼 확산 통신채널을 제공하는 코드분할 다중 접속 (CDMA)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I 및 Q 통신채널
을 통해 수신된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에 따라 적어도 상기 제1정보신호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I 및 Q 통신채널을 통해 수신된 상기  I 및 Q 변조된 캐리어 신호를 직교함수 신호를 사용하
여 중간 수신신호로 복조하는 단계와; PNI신호를 복제하여 제1역확산 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동위상

(I) 및 직교위상(Q)  투영신호의 제1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제1역확산 신호와 상기 중간 수신신호를 
상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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