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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를  갖는 유저   대 기지  통신  네트워크  링크(user-to-
base communication network link)의 적합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유저 대 기지 통신 네트워크  링크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에서 사용하는 수신기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적합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3도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를 갖는 기지 대 유저 통신 네트워크 링크의  적합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제4 내지 6도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를 갖는 통신 네트워크 링크의 다른  적합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스프레드 스펙트럼(spread-spectrum) 신호를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통신 
채널에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의 목적은  정보를 포함한  신호를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한 근원지(source)에
서 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다른 지점에 위치한 유저 수신지로  전송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은 3개의 기본 구성요소  즉 송신기, 채널 및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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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는 메시지 신호를 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러
한 메시지 신호의 처리를 변조라 칭한다. 채널은 송신기 출력과 수신기  입력간에 물리적인 연결을 제공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신기는 수신된  신호를 원시 메시지 신호로 산정(estimate)하도록 처리하는 기
능을 갖고 있으며, 수신된 신호의 이러한 처리를 복조라 칭한다.

채널의 형태는 지점간(point-to-point) 채널과 방송 채널(broadcast channels) 두 형태의 채널이 존재한
다. 지점간 채널의 예로서는 와이어라인(예를 들어, 지역 전화 전송), 마이크로파 링크 및 광섬유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방송 채널은  단일 송신기로부터 다수의 수신국(예를 들어 지역 텔레비젼 및 무선 스
테이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통신 채널을 통해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는데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송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동작상 여러가지의 장점들을 갖는데,  즉 노이즈 및 간섭에 대한 
면역성이 증가되고,  시스템의 동작이 유연성을 가지며, 서로다른  종류의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더라도 
공통의 포맷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암호화를 통해 통신상의 보안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러한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상기 장점들은 전송(채널) 대역폭의 증가와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되는 댓가로서 얻어진다. 대규모 집적
(VLSI) 기술을 통해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져 왔다.

통신 채널을 통해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중 하나가 펄스  코드 변조(PC
M)이다. PCM에서, 메시지 신호가 샘플되어, 양자화된후, 엔코드되어진다. 샘플링  동작은 균등한 시간 간
격으로 채택된 샘플 순차에 의해 메시지 신호를 나타내게 한다. 양자화에 의해서 각 샘플의 진폭은 유한
의  표시 레벨 세트로부터 선택한 근사값으로  정돈(trim)되어진다. 샘플링과 양자화를 조합함으로써 메
시지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코드(예를 들어, 2진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메시지 신호를 통신 채널을 통
해 전송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디지털 전송도 동일한 방식을 이용한다.

메시지   신호를    대역제한된   채널을    통해  디지털    전송하면,    부호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으로 알려져 있는 일종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부호간 간섭에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이
러한 부호간 간섭의 영향에 의해서, 디지털 데이터가  채널을 통해 에러없이 전송될 수 있는 비율이 심각
하게 제한되어진다. 이러한 부호간 간섭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2진 부호 1 또는 0을 표
시하는 전송된  펄스를 조심스럽게 정형화(shaping)함으로써 제어하는 것이다.

또한, 메시지 신호(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를  대역 통과 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
지 신호를 통신 채널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송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 신호의 
변경은 변조 처리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러한 처리에는 변조파의 스펙트럼이 할당된 채널 대역폭과 일치
하도록 메시지 신호에 따라 임의 반송파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기
는 원시 메시지 신호가 채널을 통해 전송된후  전송된 신호의 격하된 버전으로부터 원시 메시지 신호를 
재생할 필요가 있다. 재생(re-creation)은 복조라는 공지된 처리를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복조는 
송신기에서 사용하는 변조 처리와는 반대이다.

변조 처리를 행하는 이유로서는 전송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 특히, 변조를 
행함으로써 다중화(multiplexing)를 행할 수 있는데, 즉 수개의 메시지 근원지로부터 공통 채널을 통해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메시지 신호를 노이즈 및 간섭에 덜 민감한 형태로 변환시키는데도 
변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널을 통한 전송에 있어서는 채널의 주파수  응답에서의 비선형성 및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전송된 신호는 왜곡되게 된다. 품질 저하의  다른 원인으로서는 채널을 통한 전송중에 신호에 의해 픽업
된 노이즈 및  간섭이다. 노이즈 및 왜곡에 의해서  통신 시스템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기본적 
제한을 받게 된다.

시스템의 내부 및 외부적으로도 노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노이즈는 그 특성상 랜덤하긴하지
만, 평균 전력 또는 평균 전력의 스펙트럼 분포  등과 같은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는 기술할 수 있다.

어떠한 통신 시스템에서도 기본적으로 두개의 통신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평균 전송 전력과 채널 
대역폭이 그들이다. 평균 전송 전력은 전송된 신호의 평균 전력이다. 채널  대역폭이란 채널이 신호 전송
에 대해 만족할만한 충실도로 처리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시스템의 설계 목
적은 상기 두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데 있다.  대부분의 채널에 있어서, 어느 한 자원을 
다른 자원보다 중요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통상 통신 채널을 전력 제한형(power-limited) 또는 
대역 제한형(band-limited) 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 회로는 전형적인 대역 제한형 채널
인 반면에, 심우주(deep-space) 통신 링크 또는 위성 채널은 전형적으로 전력 제한형 채널이다.

전송된  전력은  수신기의  규정된  노이즈  지수에  대하여  송신기와  수신기간의  허용가능한 분리도
(separation)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환언하자면, 수신기의 규정된 노이즈 지수와, 수신기와 송신
기간의 규정된 거리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전송전력은 수신기 입력에서의 신호 대 노이즈비를 결정한다. 
다음에 이에 의해서 수신기의 노이즈  성능(performance)이 정해진다. 이러한 성능이 일정한 설계 레벨을 
초과하지 않는한은, 채널을 통한 메시지 신호의 전송은 만족할만한 것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채널 대역폭도 중요한데, 이것은 메시지 신호를 특징짓는 규정된 주파수 대역에서는 채널 대역폭에 
의해서 채널을 통해 다중화될 수 있는 메시지 신호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공통 채널을 공
유해야 하는 규정된 수의 독립된 메시지 신호에 대하여, 채널 대역폭은 식별할 수 있는 왜곡없이 각 메시
지 신호의 전송에 할당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결정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 영역은 특정한 방법으로  최적화되었다. 스프레
드 스펙트럼 시스템에 있어서, 전송  신호는 넓은 주파수 대역상에서 확산되는  변조 기술을 이용한다. 
이 주파수 대역은 전송되는 정보를  전송하는데 희망하는 최소의 대역폭보다 훨씬 넓다. 음성 신호는, 예
를 들어, 정보 자체의 대역폭의  단지 2배로 진폭 변조(AM)하여 전송될 수 있다. 저편차 주파수 변조(FM) 
또는 단측파대 AM과 같은 다른 형태의 변조에 의해서도 정보를 정보 자체의 대역폭과 동일한 대역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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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수 있다. 반면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에서는 단지 수 KHz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 기저대 신
호(예를 들어, 음성 채널)를 택하여 이를 다수의 MHz 대역으로 분포시킨다.  이러한 것은 전송되어질 정
보와 광대역  엔코딩 신호로 변조함으로써 달성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변조를 이용하긴하지만, 메시지 
신호는 노이즈 전력이 신호 전력보다 높은 채널에서 전송될 수 있다.  메시지 신호의 변조 및 복조에 의
해서 노이즈가 있는 채널에서 메시지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신호 대  노이즈 이득이 얻어진다.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신호 대 노이즈비가 클수록, (1) 에러율을 갖는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는데 희망하는 대역폭
이 작아지거나 또는 (2) 주어진 대역폭을 통해  낮은 에러율을 갖는 메시지 신호를 전송하는데 희망하는 
평균 전송 전력이 낮게 된다.

다음의 것을 포함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기술의 일반적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비트율이 정보 신호 대역폭보다 훨씬 많은 디지털 코드 순차에 의한 반송파 변조, 이러한 시스템을 직접 
순차 변조 시스템이라 칭함.

코드 순차에 의해 지시된 패턴으로 개별 증분의 반송파 주파수 시프팅.

이러한 시스템을 주파수  호퍼(hopper)라 칭함. 송신기가  소정 범위내에서 주파수마다  점프(jump)하며, 
주파수 사용 순서는 코드 순차에  의해 결정된다. 유사하게 시간 호핑  및 시간 주파수 호핑은 코드 순차
에 의해 규정된 전송 시간을 갖음.

반송파가 주어진 펄스 기간동안 광대역을 통해 소인되는 펄스-FM 또는 쳐프(chirp) 변조.

정보(즉, 메시지 신호)는 여러 방법으로 스펙트럼 신호로 구현될 수 있다. 한 방법은 정보를 스프레딩 코
드에 부가한후 스프레딩 변조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직접 순차 및 주파수 호핑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송되어질 정보는  스프레딩 코드에 부가되기 전에 디지털형으로 되어 있어야 할 필요
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2진 코드인 스프레딩 코드의 조합에는 모듈-2가산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또는 메시지 신호는 스프레딩 전에 반송파를 변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은 두가지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즉 (1) 전송 대역폭은 전송되는 정보
의 대역폭 또는 레이트보다 훨씬 커야하며, (2) 전송되는 정보가 아닌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 변조된 채널 
대역폭을 결정한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의 본질은 신호의 대역폭을 확장하고,  확장된 신호를 전송하여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원시 정보 대역폭으로 재맵핑함으로써 희망 신호를 복원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대역폭 트레이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의 목적은 시스템이 노이
즈가 있는 신호 환경에서도 에러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시스템 및 특히 코드 분할 다중 액세스(CDMA)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켜 노이즈가 있는 무선 통신 채널에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복원시킨다. CDMA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에서,  유저들은  동일  주파수내에  속해  있으며  고유의  유저  코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통신 채널내의 노이즈 간섭 레벨은 유저에 의해 발생된 간접 레벨에는 직접 관련되지만, 다른 통신 
시스템에서와 같이 부가적인 가우스 노이즈에 의해서는 관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셀룰러 영역에
서 동일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의 수는 모든 활성상태의 유저의 코드 노이즈에 의해
서 제한되어진다.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유저 코드 노이즈의 영향을 감소시켜,  주어진 셀룰러 
영역에 의해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유저의 수를 상당수 증가시킨다.

[발명의 요약]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채널에서 유저 코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가 제공된다. 이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는 제1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를 포함하는 스프
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와,  이 수신기에 작용하도록 결합되어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중 적어도 하나의 제2수신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제1수신  신호에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감
소시키는 노이즈 제거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채널에서 유저 코드 노이즈를 제거시키는 방법도 제공되어 있다. 

이 방법에는 제1신호와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를 포함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수신하여 수신된 스
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중 적어도 하나의 제2수신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제1수신 신호에서의 스프레드 스펙
트럼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설명]

제1도를 참조해보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를 갖는 유저 대 기지 통신 네트워크 링크의 적합
한 실시예가 도시되어 있다.  노이즈 제거기는 수신된  신호의 기지 통신 네트워크 또는 유저의 지식
(knowledge)을 활용하고 있다. 수신된 각 신호의 데이터, 스프레딩 코드 및 반송파의 위상을 알고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신호에 의해 유발된 간섭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희망하는 수신 신호에는 부가적
인 노이즈만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을 기지 통신 네트워크 유닛(예를 들어, 기지국)에서 실행하면,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여러 가지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이들 장점의 예를 들면 수신된 신호에서 스
프레딩코드 간섭을 제거  또는 감소하고, 통신 채널에서 처리하는 기지국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특정의  
CDMA 통신 채널상에서의 유저의 수가 증가하고, 기지국에서 적합한 신호 수신을 위해 간섭 CDMA 코드  노
이즈가 제거되면 송신기 전력은 보다 덜 필요로 하므로 보다 작은  휴대용(handheld) 유저 무선 통신 유
닛을 사용할 수 있다.

제1도의 적합한 한 실시예에 있어서, 기지국(100)은 특정 셀 사이트의 통신 채널로부터  스프레드 스펙트
럼의 신호를 복조한다. 기지국(100)은 기지국(100)에 사전  기억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각 유저에 대한 반
송파 위상, PN 스프레딩 코드 및 데이터를 결정하거나 알고 있다. 이것은 수신된 신호 각각에 대해 기지
국에서 전체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특정의 수신 신호로부터  수신된 각 신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지국(100)이 CDMA 통신 채널로부터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강신호를 복조하더라도, 통신 채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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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접한 셀로부터 나온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약신호가 어느정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스프레드 스펙
트럼 약신호는 기지국(100)에서 복조되어지는 특정 셀 사이트의 통신 채널중의 전체 노이즈에 부가될 것
이다.

본 기술분야에 숙련된 사람은 PN 스프레딩 코드와는  다른 스프레딩 코드를 사용하여 CDMA 통신 시스템에
서 데이터 신호를 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월쉬(walsh) 코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데이터  신호를 분리할 수 있다. 특정의 월쉬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 신호를 스
프레딩함으로써 특정 데이터 신호를 다른 데이터 신호에서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4채널 CDMA 스
프레드 스펙트럼에 있어서, 64×64Hadamard 매트릭스에서 한 셋트의 64월쉬 코드에서 특정의  월쉬 코드
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월쉬 코드는 Hadamard 매트릭스의 한 행 또는 열에 해당한다.

적합한 실시예에 있어서, 신호 변조 기술은 구적 위상 시프트 키잉(QPSK)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당
업자들은 본 발명의 기술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다른 변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변조기(102, 104 및 
106)는 변조기(102, 104 및 106)에서 기지국(100)까지의 통신 링크의 N 유저에 대한 N개의 변조를 나타낸
다. 변조기(102, 104 및  106)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08, 110 및 112)를 발생하며, 이들 신호가 서
로 가산되면 통신 채널(114)에서 발견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중 주요 부분을 형성한다. 통신 채널에서 
합성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기지국(100)에서 수신한다. 적합한 실시예에 있어서, 셀룰러  통신 시
스템의 통신 채널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900MHz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주내에서는 스
펙트럼의  다른 영역도 사용될 수 있다. 기지국(100)내의 수신기의 하드웨어를 간단화하기 위해서, 합성 
수신된 신호를 발진기(116)에서 약 10MHz 주파수의 신호(120)로 변환시킨다.  합성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
트럼 신호(114)를 이와 같이 변화시킴으로써 나머지 수신기는 디지털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당업자들은 
다음의 기술이 아날로그 신호에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1수신기(118)에 대해 상세히 참조해보면, 제1수신기(118)는 제1변조기(102)에 의해 전송된 스프레드 스
펙트럼 신호(108)의 산정 신호(124)를 발생한다. 이 제1산정  신호(124)는 N개의 산정 신호의 합성된 산
정 신호(122)와 합성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의 디지털 적합 신호(120)와, 산정 신호 자체
(124)로부터 파생된다. 합성 산정된 신호(122)는 산술 유닛(134)에서 제1수신기(118), 제2수신기(140) 내
지 제N수신기(142)에  의해 발생되어진 산정  신호(124, 126 및 128)를 가산함으로써 형성된다. 합성 산
정된 신호(122)는 통신 시스템의  인접한 셀로부터 나온 부가적인 노이즈 및 미약 신호를 제외하고는 수
신된 디지털 합성 신호(120)와  동일하다.  상술하자면,  합성 산정된 신호(122)와   수신된 디지털 신호
(120)간의  차는 수신된 디지털 합성  신호(120)가 두 성분으로 구성되는 미결정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미결정 노이즈의 두  성분은 다음과 같다. 즉

- 기지국(100)에서 복조되어지지 않는 모든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이들 신호는 인접한 셀에 있는 
기지국(100)과 동일한 통신 채널을 사용하는 저레벨의  대다수의 간섭 유저로 구성되어 있다.

- 수신기의 프론트 앤드(front end) 노이즈. 설계에 의해, 통신 채널이 전 용량으로 동작하면 부가적 노
이즈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 이하로 될 수  있다. 산술 유닛(136)에서 제1산정 신호(124)가 
합성 산정 신호(122)로부터 감산되어 제1산정 간섭 신호(132)가 형성된다. 산술 유닛(138)에서 제1산정 
간섭 신호(132)가 수신된 디지털 합성 신호(120)로부터 감산되어 제1근사 신호(130)가 형성된다. 제1근사 
신호(130)는 수신기(118)에  공급되어 제1산정 신호(124)가 발생한다.

유사하게, 제2수신기(140)는 제2변조기(104)에 의해 전송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0)의 산정 신호
(126)를 발생한다. 제2산정 신호(126)는 N개의 산정 신호의 합성 산정 신호(122)와, 수신된 디지털 합성 
신호(120)와, 제2산정 신호 자체(126)로부터 적절히 유도된다. 산술 유닛(144)에서 제2산정 신호(126)가 
합성 산정된 신호(122)로부터 감산되어 제2산정 간섭 신호(146)가 형성된다. 산술 유닛(148)에서 상기 제
2산정 간섭 신호(146)가 수신된 디지털 신호(120)로부터 감산되어 제2근사 신호(150)가 형성된다. 제2근
사 신호(150)가 수신기(140)에 공급되어 제2산정 신호(126)가 발생된다.

유사하게, 제N수신기(142)는 제N변조기(106)에 의해  전송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2)의 산정 신호
(128)를 발생한다. 제N산정 신호(128)는  N개의 산정 신호의 합성  산정 신호(122)와, 수신된 디지털 합
성 신호(120)와, 제N산정  신호 자체(128)로부터 적절히 파생된다.  산술 유닛(152)에서 제N산성 신호
(128)가 합성 산정 신호(122)로부터  감산되어 제N산정 간섭 신호(154)가 형성된다. 산술 유닛(156)에서 
수신된 디지털 합성 신호(120)로부터 제N산정 간섭 신호(154)가 감산되어 제N근사 신호(158)가 형성된다. 
제N근사 신호(158)는 수신기(142)에 공급되어 제N산정 신호(128)가 발생된다.

제2도는 유저 대 기지국 통신 네트워크 링크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1
수신기(118)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적합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본 기술분야에 능숙한  사람에게는 신호를 
수신하고 산정 신호를 발생하는데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는 수신기에서 산정 신호의 발생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
다. N개의  수신기 각각은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1근사 신호(130)는 혼합기(160)에서  스프레딩 코드를 스트립  오프(strip off)하는 제1변조기(102)의 
PN 스프레딩 코드의 PN 산정치(162)와 혼합되어 QPSK 신호(164)가 형성된다. 스프레드 신호(164)는 QPSK 
변조 신호가 된다. QPSK 신호(164)는 복조/재변조 루프에서 복조되어지며, 이 루프는 복원 반송파(170)와 
QPSK 신호(164)의  I신호(166) 및 Q신호(168)성분의 데이터 산정치를 발생한다.

QPSK 재변조기는 90°하이브리드 회로(186), 혼합기(190 및 196)와 산술 유닛(194)으로 형성되어 있다. 
신호(164)는 90°하이브리드 회로(186)에 의해 처리되어 혼합기(190)에 공급되는 변형된 신호(164)가 형
성된다. 변형되지 않는 신호(164)는 혼합기(196)에 공급된다. 동상(I)  및 구상(Q) 데이터는 혼합기(190 
및 196)에 공급되는 신호(164)로부터 제거된다. 혼합기(190 및 196)의 출력 신호는 산술 유닛(194)에서 
합산되어 데이터가  없는 복원 반송파(170')가 발생한다. 복원 반송파(170')는 필터(199)에서 대역 통과 
필터 처리되어 복원 반송파(170')상의 노이즈를 감소하여 복원 반송파(170)가 형성된다.

QPSK 복조기는 90°하이브리드(188), 혼합기(192 및  198), 리미터(197) 및 데이터 산정기(193 및 195)로 
구성되어 있다.  리미터(197)는 복원 반송파(170)를 심하게  제한시킨다. 신호(164)는 혼합기(19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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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제한된 반송파(170)와 혼합된다. 혼합기(192)의 출력 신호는 I 데이터의 노이즈 복제이며 데이터 
산정기(193)에 제공되어 I  데이터 신호(166) 산정치가 발생된다. 신호(164)는 90°하이브리드 회로(18
8)에서 처리되어 혼합기(198)에 공급되어지는 변형된 신호(164)가 형성된다. 변형된 신호(164)는 혼합기
(198)에서 심하게 제한된 반송파(170)와 혼합된다. 혼합기(198)의 출력 신호는 Q 데이터의 노이즈 복제이
며 데이터 산정기(195)에 공급되어 Q 데이터 신호(168) 산정치가 발생된다.

I 신호(166) 및 Q 신호(168)의 데이터 산정치에  의해 변조기(172)에서 복원 반송파(70)가 변조되어 변조
된 QPSK 신호(174)가 형성된다. 변조된  QPSK 신호(174)는 혼합기(176)에서 PN 트래킹 루프(178)에 의해 
발생된 PN 스프레딩  코드 산정치(162)와 혼합되어 제1산정 신호(124')가 형성된다. 제1산정 신호(124')
는 증폭기(180)에서 증폭되고 산술 유닛(184)에서 제1근사 신호(130)로부터 감산되어 필터(182)에서 궤환 
회로망으로 궤환하는 에러  신호가 발생한다. 필터된 에러 신호는 이득 제어 신호로서 증폭기(180)에 공
급된다. 증폭기(180), 산술 유닛(184) 및 필터(182)는 산술 이득 제어 루프를 형성한다. 증폭기(180)의 
신호 출력은 제1산정 신호(124)이다.

비록 제1 및 제2도가 기지국에 대한 유저 유닛의 변조기로부터의 통신 링크에 관해 기술하였더라도, 유저 
유닛은 상기 기술을 사용하여 기지국 대 유저  유닛 통신 링크의 미약한 유저 신호로부터 기지국으로부터
의 강파일럿 신호를 제거시킬 수 있다.

제3도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다. 제3도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를 갖는 
기지국 대 유저 통신 네트워크 링크의 적합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한다. 이 노이즈 제거기는 CDMA 스프
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서 두 성분을 이용한다. 즉- 각 유저 유닛은 파일럿 신호 또는 다수의 파일
럿 신호로 고정되어 있다.

- 각 간섭 유저 유닛 및 파일럿 PN 스프레딩 코드는 공지의 것이며 기지국에서 확립되어 이들 파일럿 신
호를 전달하는 파일럿 채널상에 규정된 고정 타이밍 관계를 갖는다.

이들 두 성분을 알고 있으며, 기지국 대 유저 유닛  통신 링크중 불필요한 신호에 의해 초래된 간섭을 특
정한 수신된 희망하는 신호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을 유저 유닛으로  수행하면,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가지의 장점이 실현된다. 이들  장점은 수신된 신호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 
간섭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며, 통신 채널의 간섭을 처리하는 유저 유닛의 역량이 증가되어 특정 CDMA 통
신 채널에서의 유저의 수가 증가되어진다.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는 각 유저에 관련된 PN 코드(210, 212 및 214)에 의해 스프레드된 제
1, 제2 내지 제N유저로부터의 유저 데이터(204, 206  및 208)와 파일럿 PN 코드(236)에 의해 스프레드된 
파일럿 데이터(234)에서  파생된 파일럿 신호의 합산값으로 구성되어진다. 본 기술분야에 능숙한 사람은 
제3도의 통신 유닛(200)으로부터 전송되는 이들 PN 코드 채널이 다수의 신호 송신측에서 여러 통신 유닛
에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합성 신호(202)는 여러 송신측으로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
내의 모든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합으로 구성된다. 원치않는 간섭 신호를 동시에 제거함으로써 이들
을  희망하는 유저 신호로부터 제거한다.  예를 들어,  희망하는 신호가 제1유저로부터의  유저 데이터
(204)에서  파생된  제1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인  경우에,  제2간섭자(즉,  제2유저로부터의  유저 데이터
(206)에서 파생된 제2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가 혼합기(218)를 사용하여  제2유저에 관련된 스프레딩 코
드(212)를  갖는 합성 신호(202)를 스프레딩 함으로써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에서 제거되어 제2디
스프레드 신호(216)가 형성된다. 제2디스프레드 신호(216)는 혼합기(218)의 스프레딩 동작 때문에 디스프
레드되는 유저 데이터(206)를 포함하여 여러 성분을 갖고 있다. 제2디스프레드 신호(216)중에서 유저 데
이터(206)를 노치하기 위해 협대역 필터(220)가 적절히 사용되어 제2디스프레드 신호에는 필터(220)에 의
해서 노치아웃되어진 부분이 없는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유저 신호만이 남아있게 된다. 혼합기(222)의 
이용을  통해  나머지  디스프레드  신호(216)를  스프레딩  코드(212)와  스프레딩함으로써  제2유저 데이터
(206)와, 필터(220)에 의해 노치아웃된 다른 신호의 손실없이도 합성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

합성 신호(202)에 남아있는 신호가 희망하는 제1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및 파일럿 신호일때까지 나머지 
N개의 공지된 간섭자 각각마다 이러한 제거  동작을 반복한다. 제N유저로부터의 유저 데이터(208)에서 파
생된 제N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제거함에 있어서, 혼합기(224)의 이용을 통해 나머지 합성 신호(202)
를 제N유저에 관련된 스프레딩  코드(214)와 스프레딩함에 의해서, 제N신호가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
호(202)로부터  제어되어 제N디스프레드 신호(230)를 형성한다. 제N디스프레드 신호(230)는 혼합기(224)
의 스프레딩 동작으로 인해 디스프레드된 사용자 데이터(208)를 포함하는  몇몇 성분을  갖는다. 협대역 
필터(226)는  제N디스프레드 신호(230)중 유저 데이터(208)를 노치하는데 적절히 이용되며, 그에 따라 필
터(226)에 의해 노치아웃된 부분이 없는 제N디스프레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유저 신호가 남게 
된다. 혼합기(228)를 통하여 스프레딩 코드(214)를 갖는 남아 있는  디스프레드 신호(230)를 스프레딩함
으로써, 합성 신호가 필터(226)에 의해 노치아웃되어진 다른 신호의 가벼운 손실과 제N유저 데이터(208)
없이 복원된다.

상기 이러한 제거 동작은 먼저 파일럿 신호를 고정하여,  파일럿 신호를 처리함으로써 모든 유저 코드에 
대한 정보를 복원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하는 간섭자를 제거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의 제거 동작은  IF 주파수 또는 기저 대 주파수에서 행해질 수 있다.

원치않는 유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연속적으로 제거한 후, 합성 신호(202)는 희망하는 제1유저 스
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와 파일럿 신호로 이루어진다.  요구되는 제1유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남아있
는 스프레드 스펙트럼(202)으로부터 제거하고 이어서 남아있는 신호를 파일럿 PN 스프레딩 코드(236)로 
스프레딩함으로서 파일럿 데이터(234)가 남아있는 합성 신호(202)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제1유저가 유저 
데이터(204)로부터 비롯된 제1유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제거함에 있어, 혼합기(238)를 사용하여 
제1디스프레드 신호(210)를 형성하려고 제1유저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210)로 남아있는 합성 신호(20
2)를 스프레딩시켜, 제1신호는 남아있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로부터  제거된다. 제1디스프
레드 신호(240)는 혼합기(238)의 스프레딩 동작 때문에 디스프레드된 유저 데이터(204)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성분을 갖는다.  협대역 필터(242)는 바람직하게 제1디스프레드  신호(240)로부터 유저 데이터(20
4)를  노치하는데 이용되어, 필터(242)에 의해 노치된 부분을 제외한 제1디스프레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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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펙트럼 유저 신호를 남겨 놓는다. 혼합기(244)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240)를 스프레
딩 코딩(210)으로 스프레딩함으로써, 합성 신호는  필터(242)에 의해 노치 아웃된  다른 신호의 가벼운 
손실과 제1유저  데이터(204)없이 복원된다. 결과적으로,  파일럿 데이터(234)는 혼합기(246)를 사용하여 
나머지 합성 신호(202)를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236)로 스프레딩함으로써 나머지 합성 신호(202)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파일럿 데이터는 데이터 프로세서(248)에 제공되어, 유저 PN 스프레딩 코드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단계의 노이즈 제거기(canceller)에 제공될 수 있다.

유사하게, 파일럿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나머지 스프레드 스펙트럼(202)으로부터  제거하고 계속적으
로 남아있는 신호는 PN 스프레딩 코드(210)로 스프레딩함으로써  제1유저 데이터(204)는 나머지 합성 신
호(202)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파일럿  데이터(234)로부터 유도된 파일럿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제
거함에 있어, 파일럿 디스프레드 신호(252)를 형성하기 위해  파일럿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236)
로 남아있는 합성 신호(202)를  혼합기(250)를 사용하여 스프레딩함으로써 파일럿 신호는 남아있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로부터 제거된다. 파일럿 디스프레드 신호(252)는 혼합기(250)의 스프레딩  
동작 때문에 디스프레드된 파일럿 데이터(234)를 포함하는 여러개의 성분을 갖는다. 협대역 필터(254)는  
바람직하게 파일럿 디스프레드 신호(252)로부터 파일럿 데이터(234)를 노치하는데 이용되어 필터(254)에 
의해  노치 아웃된 부분을 제외한 파일럿 디스프레드 신호에 제1유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남겨놓는
다. 혼합기(256)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252)를 스프레딩 코드(236)로 스프레딩함으로써, 
합성 신호는 필터(254)에 의해 노치된 다른 신호의 경미한 손실과 파일럿 유저 데이터(234) 없이 복원된
다. 결과적으로, 혼합기(258)를 사용하여 나머지 합성 신호(202)를 제1유저 스프레딩 코드(210)로 스프레
딩함으로써 제1유저 데이터(204)는 남아있는 합성 신호(202)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가 제4도에 도시된다. 제4도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와 구비한 통신 네
트워크 링크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도면을 도시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간섭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노이
즈 제거기는 채널로부터의  합성 스프레드-스펙트럼 채널 스펙트럼 부분을 제거한다. 통신 네트워크 링크
는  기지국 대 유저(base-station-to-user) 또는  유저 대 기지국 링크일 수 있다.

노이즈 제거기(390)는 바람직한 실시예인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관한 특정한 동작 환경
이 바람직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동작 환경 데이터는 :

- 노이즈 제거기(390)가 제거할 희망하는 간섭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

-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대하 간섭 신호뿐만 아니라 그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대한 희망하는 스프레
드 스펙트럼 신호의 타이밍 관계,

- 이러한 각각의 간섭 신호의 신호 강도.

제4도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수신된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를 메모리에 사전에 기
억시킨 데이터 프로세서(348)를 노이즈 제거기(39)가 포함함으로써 동작 환경의  데이터가 노이즈 제거기
(390)에 제공된다. 게다가,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된 간섭 신호뿐만 아니
라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에  대한  타이밍  관계를 
결정한다. 더우기,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에 대한 희망하는 신호
의 상대적인 수신 신호 강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동작 환경 데이터를 인지함으로로써, 기지국 대 유저 또는 유저 대 기지국 통신 링크에서의 원치
않는 신호에 의해 야기된 간섭이 특정의 희망하는  수신된 신호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이즈 제거
기가 통신 유닛에서 구현될 때,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 수신된 신호로부터 불필요한 스프레딩 코드 간섭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특정한 CDMA 
통신 채널상에 유저 용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노이즈 제거 기술에  대한 동작 환경의 데이터를 얻는 다른  기술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이즈 제거기(390)에 의해 수신된  합성 신호(302)는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336)에 의해 스
프레딩된 파일럿 데이터(334)를 구비한 파일럿 신호를  포함한다. 파일럿 데이터(334)는 바람직하게 합성 
신호(302)내에 다른 수신된 희망하는 간섭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포함한다. 동작 환경 데이터를 
얻는 이러한 대안적인 기술에서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오직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만을 메모리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파일럿 데이터(334)가 디스프레드  되도록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결합기(360)를 통해  수
신된 합성 신호(302)를  스프레드시키는 혼합기(366)에 이러한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를 제공한다. 다음에 
디스프레드 파일럿 데이터(334)는 결합기(361)에 의해 데이터 프로세서(348)로 제공한다. 이어서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파일럿 데이터(334)로부터 다른 수신된 희망하는 간섭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인출한다.  계속하여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희망하는 바에  따라 노이즈 제거기의 각 단계에  적절한 
스프레딩 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파일럿 데이터(334)는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련하여 파일럿 신호를 제외한 간섭 신호뿐 아니라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련하는  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타이밍   관계를  포함한다.  그 
결과,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단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련하는 파일럿 신호 사이의 타이밍 관계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타이밍 단계는 파일럿 데이터(334)로부터 유도된다.

또한, 파일럿 데이터(334)는 역시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에 관련하는 희망하는 신호의 상
대적인 수신된 신호 강도 측정을 포함한다. 그  결과,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명백하게 이러한 신호 측
정치를 인지하게 되며, 그에 따라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상대적 신호 강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예에서,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에 관련하는 희망하는 신호의 
상대적인 수신된 신호 강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결합기(396)를 통해 외
부장치로부터 신호 상도  측정치를 수신한다. 신호 강도  측정 장치(392)는 실질적으로 노이즈 제거기
(390)에 인접할 수  있으며, 대안적으로 신호 강도  측정 장치(392)는 실질적으로 노이즈 제거기(3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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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측정 장치(392)가 노이즈 제거기(390)에 인접하지 않을 때, 신호 강도 
측정치는 보조 채널(394)상에서 노이즈 제거기(390)에 전송될 수 있거나 합성 신호(302)내의 파일럿  데
이터(334)에 포함될 수 있다. 외부  신호 강도 측정 장치(392)를 사용하는 장점은 측정 장치가 통신 시스
템내의 다른 노이즈 제거기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예에서, 노이즈 제거기(390)는 그 타이밍  관계에서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측정된 신호 강도를 유
도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파일럿 신호가 항상  합성 신호(302)내의 다른 신호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강
하다는 것을 바람직한 실시예의 통신 시스템 파라미터로부터 노이즈 제거기는 알 수 있다.

제4도의 통신 네트워크 링크에서 동작하는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의 노이즈 제거기(390)를 더 상세히 기
술하면, 통신 유닛(300)은 노이즈 제거기(390)에 합성  신호(302)를 전송한다.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는 바람직하게 제1, 제2 내지  제N코드 채널내의 데이터 신호합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신호는  
스프레딩 코드(310, 312,  314)에 의해  각각 스프레드되는 데이터(304, 306 내지 308)로부터 유도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합성 신호(302)는 역시 파일럿 신호가 파일럿 코드 채널에 있게 되도록 파일럿 스
프레딩 코드(336)에  의해 스프레드된 파일럿 데이터(334)로부터 유도된 파일럿 신호를  포함한다. 제4도
의 한 통신  유닛(300)으로부터 송신된 바와 같이 도시된 이러한 코드 채널은 다수의 신호 전송 사이트에
서 여러 통신 유닛 사이에 분배된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쉽게 이해된다. 환언하면, 합성 신호(302)는 노
이즈  제거기(390)에 의해 수신된 여러 가지 전송 사이트로부터의 특정 주파수 대역내에 모든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합을 포함한다.

간섭 신호의 신호 강도는 희망하는 신호와 비교되고 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큰 신호 강도를  갖는 원치않
는 간섭 신호 전부는 순차 방식으로 한번에  하나씩 합성 신호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
의 간섭 신호 제거가 선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간섭 신호가 가장 강한 것에서 가장 약한 순으로 합성 
신호(302)로부터 제거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작은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를 제거하는 것은 희망하는 신호가 합성  신호로부터 검출되어 복원될 수 있는 점  이상으로 합
성 신호(302)를 격하(degrade)시킨다. 부가하여,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신호 강도가 간섭 신호의 신
호 강도보다 더 클 때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예를 들어 희망하는 신호)는 통상적으로 합성 신호로부
터  검출되어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은 당분야의 기술자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하는 신호보
다 더 작은  신호 강도를 갖는 합성 신호(302)로부터 간섭 신호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희망하는 
신호의 검출과 복원 시간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

실례로, 희망하는 신호가 데이터(304)로부터 유도된 제1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인 경우에, 결합기(368)상
에 디스프레드 신호 출력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기(360)를 통해 제공된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로 혼합
기(366)를 사용하여 합성 신호(302)를 스프레딩시킴으로써 간섭자(interferer)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된다. 디스프레드  신호는 혼합기(366)의 스프레딩 동작 때문에 디스프레드된 간섭 
디스프레드 데이터를 포함하는 몇몇 성분을 갖는다. 노치 필터(notch filter ; 370)는 결합기(368)에 의
해 필터(370)로 입력된 디스프레드 신호중에서 간섭 디스프레드 데이터를 노치하도록 적절히 이용되며, 
그에 따라 필터(370)에 의해 노치 아웃된 부분을 제외한 디스프레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를 남겨 둔다. 혼합기(372)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를 결합기(360)를 통해 제공된 간섭 신
호의 스프레딩 코드로 스프레딩함으로써 합성 신호는 간섭 데이터와 필터(370)에 의해 노치된 다른 신호
의 경미한 손실없이 복원된다.

합성 신호(302)에 남아있는 신호가 오직 신호가 희망하는 제1신호가  되고 간섭 신호가 희망하는 신호보
다 더 작은 신호 강도를 갖게 되기까지 이러한 제거 동작은 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 강도를 갖는 
남아있는 N개로 공지된 간섭자 각각에 대해 반복된다.

실례로, 간섭 신호중 하나는 데이터(306)로부터 유도된 제2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 강
도를 갖는다. 결합기(376)상에 제2데이터 디스프레드 신호 출력을 형성하기 위해  제2데이터(306)와 관계
된 결합기(362)를 통해 제공된  스프레딩 코드(312)로 혼합기(374)를 사용하여 합성 신호(302)를 스프레
딩함으로써 제2신호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된다. 제2디스프레드 신호는 혼합기
(374)의 스프레딩 동작  때문에 디스프레드되는 데이터(306)를 포함하는, 몇몇 성분을 갖는다. 노치 필터
(378)는 결합기(376)에 의해 필터(378)로 입력된 제2데이터 디스프레드 신호로부터의  데이터(306)를 노
치하도록  적절히 이용되며, 그에  따라 필터(378)에 의해 노치 아웃된 부분을 제외한 제2디스프레드 신
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남겨둔다. 혼합기(380)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를  
결합기(362)를 통해 제공된 스프레딩 코드로 스프레딩함으로써 합성 신호(302)는 제2데이터(306)와  필터
(378)에 의해 노치된 다른 신호의 경미한 손실없이 복구된다.

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큰 신호 강도를 갖는 최종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는 결합기(384)상에 최종의 강
한 간섭 디스프레드 신호  출력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기(364)를 통해  제공된 최종의 간섭 신호의 스프레
딩 코드로 남아있는 합성 신호(302)를 혼합기(382)를 사용하여 스프레딩시킴으로써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
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된다. 최종의 강한 디스프레드 신호는  혼합기(382)의 스프레딩 동작 때문에 디
스프레드된 최종의 강한 간섭 데이터를 포함하는 여러 성분을 갖는다. 노치 필터(386)는 바람직하게 최종
의 강한 디스프레드 신호로부터 최종의 강한 간섭 데이터를 노치함으로써, 필터(386)에 의해 노치 아웃된 
부분을 제외한 최종의 강한 디스프레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남겨놓는다. 혼합기(388)
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를 결합기(364)를 통해  제공된 스프레딩 코드로 스프레딩시킴으
로써  합성 신호는 필터(386)에 의해 노치된 다른 신호의 경미한 손실과 최종의 강한 간섭 데이터없이 복
원된다.

원치않는 간섭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연속적으로 제거한 이후, 합성 신호(302)는  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작은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와 희망하는 제1데이터(304)로 구성된다.  혼합기(358)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신호를  결합기(365)를  통해  제공된  제1스프레딩  코드(310)로  스프레딩시킴으로써, 제1데이터
(304)는 남아있는 합성 신호(302)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계속하여, 희망하는 제1데이터(304)는 결합기
(398)에 의해 노이즈 제거기(3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가 제5도에 도시된다. 제5도는 제4도에  도시된 대안적인 적절한 실시예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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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를 구비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통신  네트워크 링크를 도시한다. 
그러나, 제5도에 도시된 적절한 실시예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402)로부터의 한 데이터 신호보
다 많은 데이터 신호를 검출하여 복원할 때 선택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최적화된다. 통신 네트워크 
링크는 기지국  대 유저 또는 유저 대  기지국 링크일 수 있다. 노이즈 제거기(490)는 바람직한 실시예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관한 특정한 동작 환경이 제공된다.

이러한 동작 환경 데이터는 :

- 노이즈 제거기(490)가 제거하는 희망하는  간섭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

-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간섭 신호뿐만 아니라 그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에 대한 타이밍 관계,

- 이러한 간섭 신호 각각의 신호 강도.

제5도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노이즈 제거기(490)가 수신된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
를 메모리에 이전에 기억시킨 데이터 프로세서(448)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동작 환경 데이터가 노이즈 제
거기(490)에 제공된다. 게다가,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간섭 신호뿐
만 아니라 그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련하는 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에 대한 타이밍 관계를  
결정한다. 더우기,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와 관련하는 희망하는 
신호의 상대적인 수신된 신호 강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동작 환경 데이터를 인지함으로써, 기지국 대 유저 또는 유저 대 기지국 통신 링크에서 원치않는 
신호에 의해 야기된 간섭은 특별히 희망하는 수신된  신호에서 제거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이즈 제거기가 
통신 유닛에서 구현될 때,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가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 수신된 신호로부터 불필요한 스프레딩 코드 간섭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특정의 CDMA 
통신 채널상에서 유저 용량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바람직한 실시예의 노이즈 제거 기술에 대한 동작 환경 데이터를 얻는 다른 기술은  본 발명의 범
주를 벗어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4도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5도에 도시된 노이즈 제거기(490)에 의해 수
신된 합성 신호(402)는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436)에 의해  스프레드된 파일럿 데이터(434)를 구비한 파
일럿 신호를 포함한다. 파일럿 데이터(434)는 바람직하게 합성 신호(402)내에 다른 수신된 간섭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포함한다.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이전에 단지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를 
메모리에 기억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파일럿 데이터(434)로부터의 다른 수신된 
희망하는 간섭 신호와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  결합기(460), 
혼합기(466) 및 결합기(461)를 사용한다. 이어서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필요할 경우 노이즈 제거기의 
각 단계에 적절한 스프레딩 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파일럿 데이터(434)는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파일럿 신호를 제외한 간섭 신호뿐 아니라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타이밍   관계를  포함한다.  그 
결과,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오직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하는 파일럿 신호 사이의 타이밍 관계
를  결정할 필요만 있을 뿐이다.  다른 타이밍 관계는  파일럿 데이터(434)로부터 유도된다.

또한, 파일럿 데이터(434)는 역시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와 관련하는 희망하는 신호의 상
대적인 수신된 신호 강도 측정을 포함한다. 그  결과, 데이터 프로세서(348)는 명백하게 이러한 신호 강
도 측정치를 인지하며 그에 따라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상대적 신호  강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또다른 예에 있어서, 제4도에 도시된 양호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5도에 도시된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와 관련하여 희망하는 신호의 상대적인 수신된 신호 강도를 측정하
는  메카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데이터  프로세서(448)는 결합기(coupler)를 통하여 외부 장치
에서 나오는 신호 강도의 측정을 수신할 수 있다. 신호 강도 측정 장치(492)는 실질적으로 노이즈 제거기
(490)에 가장 근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호 강도  측정 장치(492)는 노이즈 제거기(490)로부터 떨어
져 있을  수 있다. 또한 신호 강도  측정은 보조 채널상으로 노이즈 제거기(490)로 전송될 수 있으며 또
한 합성 신호(composite signal)(402)내의 파일럿 데이터(434)에 포함될 수 있다. 외부 신호 강도 측정 
장치(492)를 사용하여 얻는 잇점을 측정 장치가 통신 시스템내에서 다른 노이즈 제거기와 공유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제4도에 도시된 양호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제5도에 도시된 노이즈 제거기(49
0)는 타이밍 관계로부터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산정된 신호 강도를 알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이즈 
제거기는 양호한 실시예의 통신 시스템  파라미터로부터 파일럿 신호가 합성 신호(402)내에서 다른 어떤 
신호보다 항상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도에 도시된 통신 네트워크 링크에  작동하는 양호한 실시예의 노이즈  제거기(490)에 대해 상세히 기
술해 보면 이것은  제4도에 도시된 대안적인  적절한 실시예와 유사하며,  통신 유닛(400)은 합성 신호
(402)를 노이즈 제거기(490)로 전송한다.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402)는 제1, 제2 내지 제N채널 각
각의 데이터 신호의 합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 신호는 스프레딩 코드(410, 412 및 414)에 
의해 각각 스프레드되는 데이터(404, 406 및 408)로부터 적절하게 유도된다. 대안적 실시예에 있어서, 합
성  신호(402)도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436)에 의해 스프레드된 파일럿 데이터(434)로부터 유도된 파일럿 
신호를 또한  포함하고 상기 파일럿 신호는 파일럿 코드 채널에 있게 된다. 제5도의  하나의 통신 유닛
(400)으로부터 전송된 바에 따라 묘사된 상기 코드 채널이 복수개의 신호 전송 사이트에서 수개의 통신 
유닛에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당분야에 숙련된 기술인은 이해할 것이다. 환언하면,  합성 신호(402)는 
노이즈 제거기(490)에 의해 수신된 다양한 전송 사이트로부터 나오는 특정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모든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의 합을 포함한다.

간섭 신호의 신호 강도는 희망하는 신호와 비교되고, 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큰 신호 강도를 갖는 원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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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간섭 신호는 합성 신호에서 제거된다. 간섭  신호는 가장 큰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를 초기
에 제거하고 신호 강도를 감소시키는 순서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제거해 나간다. 간섭 신호를 제거하는 
순서는 중요한데, 양호한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신호가 상기 노이즈 제거기(490)의 합성 신호
(402)로부터 검출되어 검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출되어 검색되는 데이터 신호의 신호 강도
보다 더 큰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섭 신호를 가장 강한 단계에 있는 합성 
신호(402)로부터 가장 약한 단계까지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402)는 데이터(404)로부터 얻은 제1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와 데이터(606)로부터 얻은 제2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포함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적어
도 하나의 간섭 스프레딩 코드에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간섭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예에서, 간섭 
신호는  희망하는 제1신호와 제2신호보다 더 강한 신호 강도를 가지며 희망하는 제2신호는 희망하는 제1
신호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간섭 신호가 제1 및 제2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큰 신호 강도를 갖기 때문
에, 희망하는  제1신호 및 제2신호 이전에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402)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상
대적인 신호 강도가 상기  실시예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할당되었다는 것을 당분야에 숙련된 기술인
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 5도에 도시된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는 상기 실시예에서 특정한 상대적
인 신호 강도를 가지며 희망하는 신호 및 간섭 신호를 갖는 상황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간섭 신호는 혼합기(460)를 사용하여 결합기(468)상에 디스프레드 신호 출력을 형성하도록 결합기(460)를 
통하에 제공된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로 합성 신호(402)를 스프레딩함으로써 제거된다. 디스프레드 
신호는 수개의 성분(components)을 가지며, 이들은 혼합기(466)의 스프레딩 동작으로 인하여 디스프레드
된 간섭 디스프레드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디스프레드 간섭 데이터는 결합기(468)상의 노이즈 제거기
(4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결합기(468)에 의해 필터(470)로 입력된 디스프레드  신호중에서 간섭  디
스프레드 데이터를  노치(notch)하는데 노치  필터(notch filter)(470)가 적절하게 사용되며, 그에  따라 
필터(470)에 의해 노치  아웃된 부분을 뺀 디스프레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남는다. 혼합기
(472)를 사용하여, 결합기(460)를 통하여 제공된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로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
호를 스프레딩함으로써, 합성 신호는 필터(470)에 의해 노치 아웃된 다른 신호의 미세 손실과 간섭 데이
터 없이 복원된다.

상기 예에서, 희망하는 제2신호가 제1희망하는 신호보다 더 큰 신호 강도를 갖기  때문에, 희망하는 제1
신호 이전에 혼합기(472)로부터 출력된 남아있는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402)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데이터(406)로부터 유도된 희망하는 제2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는  합성 신호(402)로부터 상기 신
호를 제거하는 처리 동안에 남아있는 합성 신호(402)로부터 검색될 수 있다. 희망하는 제2신호는 혼합기
(474)를 사용하여,  결합기(476)상에 제2의 데이터 디스프레드 신호 출력을 형성하도록 결합기(462)를 통
하여 제공된 희망하는 제2의 데이터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412)로 합성 신호(402)를 스프레딩함으로
써 제거된다. 디스프레드  신호는 수개의 성분을 가지며, 이들은 혼합기(474)의 스프레딩 동작으로  인하
여 디스프레드된 제2데이터(406)를 포함한다. 상기 디스프레드 제2데이터(406)는 결합기(476)상에서 노이
즈 제거기(490)로부터 제2데이터(406)를 출력함으로써 합성 신호(402)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  결합기
(476)에 의해 필터(478)로 입력된 제2데이터 디스프레드 신호중에서 제2데이터(406)를 노치하는데 노치 
필터(478)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필터(478)에 의해 노치 아웃된 부분을 뺀 제2디스프레
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가  남게 된다. 혼합기(480)를 사용하여, 결합기(462)를 통해 제
공된 스프레딩 코드(412)로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를 스프레딩함으로써, 합성 신호(402)는 제2데이터
(406) 및 필터(478)에 의해 노치 아웃된 다른 신호의 약간의 손실없이 복구된다. 합성 신호(402)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지된 신호가 희망하는 제1신호가 되고 희망하는  신호보다 약한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
호가 될때까지 상기 제거동작은 희망하는 제1신호보다  강한 신호 강도를 갖는 각각의  남아있는 N개의 
공지된 간섭자(interferers)에  대하여 반복될 수 있다.

희망하는 제1신호보다 큰 신호 강도를 갖는  최종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는, 혼합기(482)를 사용하여, 
결합기(484)상에 최종의 강한 디스프레드 신호 출력을  형성하도록 결합기(464)를 통하여 제공된 최종의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로  남아있는 합성 신호(402)를 스프레딩함으로써 제거된다. 최종의 강한 디스
프레드 신호는 혼합기(482)의 스프레딩 작동으로 인하여  디스프레드된 최종의 강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수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상기 디스프레드된 최종의 강한 데이터는 결합기(468)상에서 노이즈 제거기
(4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결합기(484)를 통하여 제공된 최종의 강한 디스프레드 신호중에서 최종의 
강한 데이터를 노치하는데 노치  필터(486)가 적절하게 사용되며, 이에 따라, 필터(486)에 의해  노치 아
웃된 부분을 뺀 최종의 강한 디스프레드 신호에 다른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가  남게된다. 혼합기(488)
를 사용하여, 결합기(464)를 통하여 제공된 스프레딩  코드로 남아있는 디스프레드  신호(484)를 스프레
딩함으로써, 합성 신호는 필터(486)에 의해 노치 아웃된 다른 신호의 가벼운  손실과 최종의 강한 데이터
없이 복원된다.

다른 더 강한 신호 강도의 희망하는 간섭 스프레딩 스펙트럼 신호를 연속으로 제거한 후, 합성 신호(40
2)는 대부분 희망하는 제1데이터(404) 및 희망하는 신호보다 약한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로 이루어
지게 된다. 제1데이터(404)는 결합기(465)를 통하여  제공된 제1스프레딩 코드(410)로 남아있는 합성 신
호(402)를, 혼합기(458)를 사용하여,  스프레딩함으로써 남아있는 합성 코드(402)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계속하여, 희망하는 제1데이터(404)는  결합기(498)에 의해 노이즈 제거기(490)으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대안적 실시예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대안적 실시예는  제4도 및 제5도에 도시된 노
이즈 제거기 실시예와는 다르며, 채널로부터 합성  스프레드-스펙트럼 채널 스펙트럼의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상기 변형된 실시예에 있어서, 간섭 신호는 검출되어, 재구성되며, 합성 스프레드-스펙트럼 신호로
부터 연속적으로 제외된다.  통신 네트워크 링크는 기지국 대  유저 또는 유저 대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다. 노이즈 제거기(590)는 양호한 실시예의 CDMA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에 관한 특정 동작 환
경 데이터가 적절하게 제공된다.

상기 동작 환경 데이터는, 

- 노이즈 제거기(590)가 제거되는 희망하는 간섭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와  연관되어 있는 스프레딩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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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와 

-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한 간섭 신호뿐만 아니라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한 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에 대한 타이밍 관계, 및

- 각각의 상기 간섭 신호에 대한 신호 강도이다.

제6도에 도시된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노이즈 제거기(590)에는 수신된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를 메모리에 미리 저장한 데이터 프로세서(548)를  포함하고 있는 노이즈 제거기(590)를 가짐으로써 
동작 환경 데이터가 제공된다. 또한, 데이터 프로세서(548)는 연관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한 희망하는 스
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뿐만 아니라 상기 관련된 스프레딩 코드에 관한 간섭 신호에 대한 타이밍 관계를 결
정한다.  또한,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에 관하여, 데이터 프로세서(548)는 희망하는 신호
의 상대적인 수신된 신호 강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작동 주변 데이터에 의해서, 기지국 대 유저 또는  유저 대 기지국 통신 링크에 바람직하지 못한 
신호에 의해 야기된 간섭은 특정한 희망하는 수신된 신호에서 제거될 수 있다. 상기 노이즈 제거기가 통
신 유닛에서 실행될 때,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몇가지 이로운 결과가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잇점은, 수
신된 신호로부터 나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스프레딩 코드 간섭을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특정 CDMA 통신 채널상에서 유저의 용량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본 양호한 실시예의 노이즈 제거 기술에 있어서 동작 환경 데이터를 획득하는 기술이 본  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될 수 있음은 당분야에 숙련된 기술인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간섭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에 관하여 희망하는 신호의 수신된 신호 강도를 상대적
으로 측정하는 메카니즘을 데이터 프로세서(548)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데이터 프로세서
(548)는 결합기(596)를 통해 외부 장치로부터 나오는 신호 강도 측정으로 수신할 수 있다.

신호 강도 측정 장치(592)는 실제적으로 노이즈  제거기(590)와 근접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신호 강
도 측정 장치(592)는 노이즈 제거기(590)로부터 실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신호 강도 측정은 보조 채널(594)을 통해 노이즈 제거기(590)로 전송될 수 있다. 외부  신호 강도 
측정 장치(592)를 사용하는  잇점은 통신 시스템내에서 다른 노이즈  제거기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다른 예에 있어서, 노이즈 제거기(590)는 이들 타이밍 관계로부터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측정된 신호 
강도를 유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이즈 제거기는 파일럿 신호가  합성 신호내에서 다른 신호보다 항
상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양호한 실시예의 통신 시스템  파라미터로부터 알 수 있다.

제6도에 도시된 통신 네트워크 링크에 있는 노이즈 제거기(590)에  대한 양호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해
보면, 통신 유닛(500)은 합성 신호(502)를 노이즈 제거기(90)로 송신한다.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502)는 각각의 제1,  제2에서 N번째 코드 채널까지의 데이터  신호의 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신호는 스프레딩 코드(510, 512 및 514)에 의해 각각 스프레드되는 데이터(504, 506 및 508)로부
터 적절하게 이끌어낸다. 변형된 실시예에 있어서, 합성  신호(502)는 또한 파일럿 스프레딩 코드(536)에 
의해 스프레드된  파일럿 데이터(534)로부터 이끌어낸 파일럿 신호를 포함하며, 이 파일럿 신호는 파일럿 
코드 채널에 있다. 제6도에  있는 하나의 통신 유닛(500)으로부터 전송된 바와 같이 기술된 상기 코드 채
널이  복수개의 신호 전송 사이트에서 몇 개의 통신 유닛으로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당분야에 숙련된 
기술인에게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합성 신호(502)는 노이즈 제거기(590)에 의해 수신되는 
다양한  전송 사이트로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내에 있는 모든 스프레딩 스펙트럼 신호의 합을 포함하고 있
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셀룰러(cellur)  통신  시스템의 통신  채널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900MHz
의 영역에 있게 된다. 하지만, 전자기 스펙트럼의 다른 영역 역시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나지 않고 사용
될 수도 있다. 노이즈 제거기(590)에 있는 수신기의 하드웨어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합성 수신 신호
(502)는 발진기(516)에 의해 약 10MHz 주파수의 신호로 변환되어  결합기(520)로 제공된다. 수신된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502)의 상기 변환은 남아있는 수신기 성분으로 하여금 디지털 형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기술이 또한 아날로그 신호상에 사용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분야에 숙련
된 기술인에게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간섭 신호의 신호 강도는 희망하는 신호와 비교되고 특정한 사전설정된 한계보다 큰 신호 강도를 갖는 모
든 바람직하지 않은 간섭 신호는 디지털 합성 신호에서 제거된다.

사전설정된 한계값은 희망하는 신호의 신호 강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희망하는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노이즈 제거 기술의 개선은 희망
하는 신호보다 약한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가 제거될 정도로도 개선될 수 있다.

특정 한계 레벨은 희망하는 신호의 신호 강도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시스템 파라미터에도 의존된다. 그러
므로, 사전설정된 한계는 희망하는 신호의 신호 강도보다 낮게 세트될 수 있다.

간섭 신호는 가장 큰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에서 시작하여 신호 강도를 감소시키는  순서로 계속하
는 합성 디지털 신호로부터 연속적으로 제거된다. 간섭 신호를 감소시키는 순서는 중요한데, 상기 양호한 
실시예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신호가 상기 동일한 노이즈 제거기(590)로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검출
되어 검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데이터  신호가 검출되고 보상되는데 있어서 사전설정된 한계
보다 큰 신호 강도를 갖는 간섭 신호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간섭 신호가 가장 강한 단계에서 가장 약한  
단계까지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전술한 실시예에서 노이즈 제거 기술은 비선형  결정 과정을 포함하며 그 자체로서 최고의 결
정이 보다 강한 간섭 신호에 대해 이루어진다.

상기 노이즈 제거기(590)의 작동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결합기(520)상에 제공된 상기 디지털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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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는 데이터(504)로부터  유도된 제1희망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와, 적어도 하
나의 간섭 스프레딩 코드와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간섭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예에서, 간섭 신호는 
희망하는 제1신호보다  강한 신호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기 간섭 신호가 희망하는 신호들 보
다 강한 신호 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신호는 희망하는 제1신호에 앞서 결합기(520)상에 제공된 상
기 디지털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로부터 감해져야 한다. 상대적 신호 강도가  상기 특정한 예를 용
이하게  하도록 임의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본 발명에 숙련된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제6도
에 도시한 본  발명의 전술한 실시예는 상기 예에서 기술된 특정한 상대적  신호 강도를 갖는 희망하는 
간섭 신호의  상황에 그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가장 강한 간섭 신호는 감산 메카니즘(521)에  의해 결합기(520)상에 제공된 상기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
터 감하게 된다. 결합기(920)상에 제공된 상기 디지털 합성 신호는 적절히 제1수신기에 입력된다. 제1수
신기(522)는 또한 결합기(560)를 통하여 데이터 프로세서(548)로부터 상기 가장 강한 간섭 신호의 스프레
딩   코드를  수신한다.  제1수신기(522)는   제1수신기의  산정된  신호(즉,  상기  가장  강한  간섭  신호의 
산정)를 발생하며,  결합기(524)상에 이를 출력한다. 상기 제1산정 신호를 상기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
드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디지털 합성 신호(520)로부터 유도된다. 결합기(520)상에 제공된 상기  디지털 
합성 신호  역시 사전설정된 시간만큼 산술유닛(528)의 입력에 대하여 상기 합성  신호의 통과를 지연시
키는 지연  메카니즘(526)에 입력된다. 상기 사전설정된 시간은  제1수신기(522)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입력하는 것과  결합기(524)상에 제1산정 신호를 제1수신기(522)가 출력하는 사이의 시간 지연과 
동일하다. 산술 유닛(528)은 지연된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결합기(524)상에 제공된 제1산정 신호를 제
외시키며 결합기(524)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합성 신호를 출력한다. 적절한 대안적인 실시예에서 있어서, 
제1산정 신호 역시 결합기(524)상에서 노이즈 제거기(5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적절한 실시예의 수신기는 제2도에 도시되어 있고 앞에서 논의되었다. 상기 제1수신기(522), 제2수신기
(532) 및 N번째 수신기(542)와 상기 희망하는 신호(558)에 대한 수신기는 제2도에 도시한 수신기와 유사
하게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수신기는  결합기(130)상에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입력하며  결합기(124)(실례로, 제1수신기
(522)에 관하여 제6도에 도시한 결합기(524)에 대응)상에 특정한 산정 신호에  대해 산정된 신호를 출력
한다. 산정된 상기 특정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는 스프레딩 코드 트랙킹 루프(178)에 의해 결정된다.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스프레딩  코드는  상기  스프레딩  코드  트랙킹  루프(178)내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제6도에 도시한 적절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노이즈 제거기(590)는 상기 스프레딩 
코드 트랙킹 루프(178)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프로세서(548)를 갖도록 최적화됨으로써 스프레딩 코드 
트랙킹 루프(178)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상기 제1수신기(522)는 제2도에 도시된 수신기
와 유사하지만, 상기 스프레딩 코드 트랙킹 루프(178)는 제2도에 표시된 점(162)에서 상기 수신기와 접속
되는 결합기(560)로 대체된다.

마찬가지로, 결합기(562, 564 및 565)는 그들 각 수신기(532, 542 및 558)에서 상기 스프레딩 코드 트랙
킹 루프를 대체한다.

본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특정한 산정 신호에 대한 실질적인 산정 데이터는 I 데이터 
산정 결합기(166) 및 Q 데이터 산정 결합기(168)에 접속되어  있는 결합기에 의해 상기 노이즈 제거기
(5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상기 노이즈 제거기(590)의 작동에 대한  전술한 예에 있어서, 결합기(530)상에  제공된 디지털 합성 스
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역시 간섭 제2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간섭 제2신호는 상기 제2스프레
딩 코드(512) 및 상기 제2데이터(506)로부터  유도된다. 상기 예에 있어서, 상기 간섭 제2신호는 상기 감
산 메카니즘(521)에 의해  상기 디지털 합성 신호(520)로부터 감해지는 상기 간섭 신호보다 약하며 희망
하는 제1신호보다 강한 신호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강한 간섭 신호가 결합기(530)상에 상
기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이미 감해졌으므로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감해진 그다음 신호가 상기 간섭 
제2신호가 되어야 한다.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보다 강한 간섭 제2신호는 보다 약한 희망하는 제1신호에 
앞서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감해져야만 한다.

상기 간섭 제2신호는 감산 메카니즘(531)에 의해 결합기(530)상에 제공된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감하게 
된다.

바람직하게는 결합기(530)상에 제공된 디지털 합성 신호는 제2수신기(532)에 입력된다. 제2수신기(532) 
역시 결합기(562)를 통하여 데이터 프로세서(548)로부터 상기 간섭 제2신호의 스프레딩 코드(512)를 수신
한다. 상기 제2수신기(532)는 제2수신기 산정 신호(즉, 상기 간섭 제2신호의 산정)를 발생하며, 그것을 
결합기(534)상에 출력한다. 상기  제2산정 신호는 상기 간섭 제2신호의 스프레딩 코드(512)를 사용함으로
써 상기 디지털 합성 신호(530)로부터 유도된다. 결합기(530)상에 제공된 디지털 합성 신호 역시 사전설
정된 시간만큼 산술 유닛(538)의 입력에 대해 상기 합성 신호의 통과를 지연하는 지연 메카니즘(536)에 
입력된다. 상기 사전설정된 시간은 상기  제2수신기(532)내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입력하는 것과 
결합기(534)상에 제2산정 신호를  상기 제2수신기(532)가 출력하는 사이의 시간 지연과 동일하다. 상기 
산술  유닛(538)은  지연된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결합기(534)상에   제공된  제2산정  신호를  감하게   
되며, 결합기(540)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합성 신호를 출력한다. 대안적인 적절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제2산정 신호 역시 결합기(534)상에서 상기 노이즈 제거기(5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상기 간섭 신호 감산 작동은 희망하는 제1신호와 관련된 사전설정된 한계보다 강한 신호  강도를 갖는 공
지된 남아있는 N간섭자 각각에 대해 반복될 수 있다. 상기 노이즈 제거기(590)의 작동에 대한 전술한 예
에 있어서, 결합기(540)상에  제공된 상기 디지털 합성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역시 N번째 간섭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예에 있어서, 상기 N번째 간섭 신호는 상기 감산 메카니즘(531)에 의해 상기 디지
털 합성 신호(530)로부터 감해지는 상기 간섭 신호보다 약하며 상기 희망하는 제1신호보다 강한 신호 강
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다 강한 간섭 신호가 결합기(540)상의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이미 감산되
어 있음으로써,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감산될 다음 신호는 N번째 간섭 신호가 된다. 보다 정확히, 보
다 강한 N번째 간섭 신호가 희망하는 보다 약간 제1신호이전에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감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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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째 간섭 신호는 감산 메카니즘(541)에 의해 결합기(540)상에 제공되는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감산
된다. 결합기(540)상에 제공되는 디지털 합성 신호는  N번째 수신기(542)에 입력된다. 또한 N번째 수신기
(542)는 결합기(564)를 통하여  데이터 프로세서(548)로부터 제2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를 수신한다. 
N번째 수신기(542)는  N번째 수신기 산정 신호(즉,  N번째 간섭 신호의 산정)를 발생하며,  이를 결합기
(544)상으로 출력한다. 이  N번째 산정된 신호는 N번째 간섭 신호의 스프레딩 코드의 사용을  통하여 디
지털 합성  신호(540)로부터 유도된다. 또한 결합기(540)상에 제공되는 디지털 합성 신호는 사전설정된 
시간만큼 산술 유닛(549)의 입력으로 합성 신호의 통과를 지연하는 지연 메카니즘(546)으로 입력된다. 사
전설정된 시간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N번째 수신기(542)로  입력하는 것과 N번째  수신기(542)가 
결합기(544)상에 N번째 산정신호를 출력하는 사이의 시간 자연과 동일하다. 산술 유닛(549)은 지연된 디
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결합기(544)상에 제공된 N번째 산정 신호를 감산하며, 남아있는 디지털 합성 신호
를 희망하는 신호 수신기(558)로  출력한다.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N번째 산정 신호 역시 결합기
(544)상의 노이즈 제거기(590)로부터 출력될 수 있다.

연속적으로 다양한 희망하는 간섭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감산한 후에, 디지털 합성 신호는 사전설
정된 한계보다 적은 신호 강도를 가지는 간섭 신호와 제1데이터(504) 및 제1스프레딩 코드(510)로부터 유
도된 희망하는 제1신호로 주로 구성된다. 디지털 합성 신호는 희망하는 신호 수신기(558)로 입력된다. 희
망하는 신호 수신기(558)는 또한 결합기(565)를 통하여 데이터 프로세서(548)로부터 희망하는 제1신호의 
스프레딩 코드를 수신한다.  희망하는 신호 수신기(558)는 희망하는 제1신호의 산정치를 발생하며, 이를 
결합기(598)상에  출력한다. 이 희망하는 제1신호 산정치는 희망하는 제1신호의 스프레딩 코드(510)의 사
용을 통하여 입력 디지털 합성 신호로부터 유도된다.

당분야에 숙련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신호 강도와 관련하는 상기 설명은 모든 수신된  신호가 동일한 비
트 또는 칩레이트를 가지지 않는 상태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실례로, 파일럿 신호는 다
른 데이터 신호보다 작은  정보 대역폭을 가질 수 있으며,  때문에 신호 강도 측정은 비트당 파워보다는 
비트당 에너지와 관련하여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이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긴 했지만, 본 실시예는 단지 실례로서 이루어졌으며, 단계는 물론 부품의 
조합 및 배치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청구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당분야에서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실례로, 상기 설명된  노이즈 기술은 청구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 IF 또는 기저대역 주파수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당분야에 숙련된 사람들
은 잘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신호(108, 204 또는 304)와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110, 206 또는 306)를 포함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 202 또는 302)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을 갖는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에 있어
서, 수신 수단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어, 적어도 하나의 제2수신 신호(110, 206 또는 306)와 관련하는 스
프레딩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  202 또는 302)중 적어도 하나의 제2수신 
신호(110, 206 또는 306)를 처리함으로써 제1수신 신호(108, 204 또는 304)내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
즈를 감소시키는 노이즈 제거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청구항 2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를 수신하며, 제1스프레딩 코드를 활용하여 제1입력 신호(103)로부터 제1산
정(estimated)신호(124)를 발생하고, 제2스프레딩 코드를 활용하여 제2입력 신호(150)로부터 제2산정 신
호(126)를 발생하는 수신 수단을 갖는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에 있어서, 수신 수단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된 노이즈 제거 수단으로서,  (a) 제1산정 신호(124), 제2산정 신호(126) 및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의  작용으로 제1입력신호(130)를  발생하고,  (b)  제1산정 신호(124),   제2산정 신호
(126) 및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의 작용으로 제2입력 신호(150)를 발생함으로써,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내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상기 노이즈 제거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청구항 3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가 수신되며, 제1스프레
딩 코드를 활용하여 제1입력 신호(130)로부터 제1산정(estimated) 신호(124)가 발생하고, 제2스프레딩 코
드를 활용하여 제2입력 신호(150)로부터 제2산정 신호(126)가 발생하는,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 방법에  있어서, (a) 제1산정 신호(124), 제2산정  신호(126) 및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의  
작용으로 제1입력  신호(130)를 발생하고,  (b) 제1산정  신호(124), 제2산정 신호(126) 및 스프레드 스
펙트럼 신호(114)의 작용으로  제2입력 신호(150)를 발생함으로써,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114)
내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 방법.

청구항 4 

제어 스프레딩 코드(236)와  유저 스프레딩 코드(210)를  포함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를 수신
하는 수신 수단을 갖는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에 있어서, 수신 수단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된 노이즈 제거 수단으로서, (a)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중 유저 신호를 처리하고(238, 
242, 244), 이어서 제어 스프레딩 코드(236)로 남아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스프레딩(246)함에 의
해 제어 데이터(234)를 발생하고, (b)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중 제어 신호를 처리하고(250, 
254, 256), 이어서 유저 스프레딩 코드(210)로 남아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스프레딩(258)함에 
의해 유저  데이터(204)를 발생함으로써,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202)내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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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키는 상기 노이즈 제거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청구항 5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제어  스프레딩 코드(236)와 유저 스프레딩 코드(21
0)를 포함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가 수신되는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 방법에 
있어서, (a)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중 유저 신호를 처리하고(238, 242, 244), 이어서 제어 
스프레딩 코드(236)로 남아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스프레딩(246)함에 의해 제어 데이터(234)를 
발생하고, (b)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202)중 제어 신호를 처리하고(250, 254, 256), 이어서 유
저 스프레딩 코드(210)로 남아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스프레딩(258)함에 의해 유저 데이터(204)
를 발생함으로써, 수신된 신호(202)로부터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제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 방법.

청구항 6 

제1신호(304)와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를 포함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를 수신하는 수신 
수단과, 수신 수단에 동작가능하게 연결되어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  각각에 대한 수신 신호 
강도를 결정함으로써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내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처리 수단(348)을 갖는 형태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390)에 있어서, (a) 처리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를 발생하도록,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2, 360)를 
사용하여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사전설정된 한계보다 큰 수신 신호 강도를 갖는 특
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 각각을 연속하여 제거하는 처리 수단(366, 370, 372), 및 (b) 처리 수
단에 동작가능하게 결합되어, 제1신호(304, 398)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0,  365)를 사용하여 처리
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로부터 제1신호(304, 398)를 검색하는 검색 수단(358)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a) 수신  수단에 의해 수신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는 제2신호(306) 및 제3신호
(308)를 구비하고, (b) 처리 수단(348)은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에 대한 수신 신호 강도를 결정
하며, (c)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 각각의 수신 신호 강도는 사전설정된 한계보다 크고, (d) 처리 
수단(348)은 제2신호(306)의 수신 신호 강도가 제3신호(308)의 수신 신호 강도보다 큰지를 결정하며, (e) 
처리 수단(366, 370, 372)은 제2신호(306)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2, 360)와 제3신호(308)와 관련
하는 스프레딩 코드(314,  362)를 각각 사용하는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는 신호 강도 감소 순서로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되어 제2신호(306)가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
(302)로부터 제거된 후 제3신호(308)를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연속하여 제거하고,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를 신호 강도 감소 순서로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
되어 제2신호(306)가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된 후 제3신호(308)가 수신된 스프
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처리  수단은, (a)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2, 360)
로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를 디스프레딩(366)하고,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중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를 처리(370)하며,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2, 
360)로 남아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를 스프레딩(372)하는 단계와, (b)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506)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512, 560)를 사용하여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506)의 산
정치(524)를 발생(522)하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502)로부터 산정된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
(524)를 감산하는 단계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한 적어
도 하나의 제2신호(306, 506) 각각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기.

청구항 9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제1신호(304)와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를 포함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가 수신되어,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 각각에 대한 수신 신
호 세기가 결정(348)되는 형태의 상기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방법에 있어서, (a) 처리된 스프레
드  스펙트럼 신호를 발생하도록,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와  관련된 스프레딩 코드(312, 
360)를 사용하여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사전설정된 한계보다 큰 수신 신호 강도를 
갖는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 각각을 연속하여 제거하는 단계(366, 370, 372) ; 및 (b) 제1신
호(304, 398)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0, 365)를 사용하여 처리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로부터 
제1신호(304,  398)를 검색하는 단계(358)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
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a)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를 수신하는 단계는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를 수
신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b) 특정한 적어도 하나의 제2신호(306) 각각에 대한 수신 신호 강도 결정 단계
(348)는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에 대한  수신 신호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c) 제2신
호(306) 및 제3신호(308) 각각의 수신 신호 강도는 사전설정된 한계보다 크고, (d) 제2신호(306)의 수신 
신호 강도는 제3신호(308)의 수신 신호 강도보다 크며, (e) 제거 단계(366, 370, 372)는 제2신호(306)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2, 360)와 제3신호(308)와 관련하는 스프레딩 코드(314, 362)를 각각 사용하여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를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연속하여 제거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제2신호(306) 및 제3신호(308)는 신호 강도 감소 순서로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
2)로부터 제거되어 제2신호(306)가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된 후 제3신호(308)가 
수신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신호(302)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노이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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