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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QAM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변조심볼의 크기기준을 수신측에 제공하는 버스트 파일

롯 변조심볼을 이용해 부가적인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부가정보는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의 출력 복소채널의 위치, 부호(또는 위상) 및 확산에 사용되는 직교부호를 이용해 전송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16-QAM, Burst Pilot, Burst Pilot Data Modulation, Walsh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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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순방향 링크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패킷(Packet) 데이터와 버스트 파일롯 심볼로 구성된 1.25msec 단위의 슬롯(slot)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하고 

있는 도면.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1개의 파일롯 변조심볼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을 이용해 부가정보를 싣는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패킷(Packet) 데이터와 버스트 파일롯 심볼로 구성된 1.25msec 단위의 슬롯(slot) 구조의 다른 예를 도시하

는 도면.

도 5a 내지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2개의 파일롯 변조심볼들을 전송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들을 이용해 부가정보를 싣는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는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의 확산부호를 이용해 부가정보를 싣는 다양한 

예들을 보여주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파일롯 채널에 정보를 실어 전송하기 위한 송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근래, 고속 데이터 전송이 대두되면서 음성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상기 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은, 송신단에서 패킷 데이터를 QA

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하여 송신하고,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공통 파일롯(common pilot) 채널

과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버스트 파일롯(burst pilot) 채널 등을 송신한다.

일반적으로,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와 같은 위상 변조 방식은 변조심볼의 위상 성분에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수신측에서는 공통 파일롯 채널을 위상 기준 신호로 이용하여 변조 심볼을 복조하고 있다. 그러나, 

QAM 변조 방식은 변조 심볼의 크기 및 위상 성분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

하는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해 16-QAM 또는 64-QAM 등의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변조 심볼의 크

기에 정보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신단에서 정확하게 복조하기 위해서는 복조 심볼의 크기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조 심볼의 위상 기준 및 크기 기준(Amplitude reference)이 되는 신호를 모두 전송하여야 된다. 즉, 송신

단에서 QAM 변조 방식을 사용할 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전력량이 항상 일정한 경우, 공통 파일롯 채널을 위상 

및 크기 기준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송되는 전력량이 특정 주기마다 가변적인 경우 전송 QAM 변조 심볼의 

크기를 제공하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상기 QAM 변조 심볼의 크기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사

용한다. 즉,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은 QAM 변조 심볼의 크기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동통신 시스템은 제

한된 무선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채널이 많이 제안되

고 있다.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이 변조심볼의 크기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다

른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면, 이미 할당되어 있는 채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위상 및 크기 기준신호를 함께 전송하여야 하는 QAM의 변조 방식에서 공통 파일롯 신호를 

위상기준으로 하고, 버스트 파일롯 신호를 크기 기준신호로 사용할 때, 버스트 파일롯 신호의 크기 이외의 성분을 이

용하여 추가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송신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변조심볼의 크기기

준을 제공하는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의 위상성분을 이용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변조심볼의 크기기준을 제공하는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의 출력 복소채널을 이용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변조심볼의 크기기준을 제공하는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의 확산부호를 이용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간적으로 불연속적

인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송신하기 위한 송신장치가, 위상 및/또는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

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및/또는 채널 상에 파일롯 변조심볼을 발생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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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기 파일롯 변조 심볼을 입력하고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선택된 직교부호로 상기 파일롯 변조 심볼을 확산하는 

확산기를 구비하여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은 상기 위상 및/또는 채널 및 직교부호에 따라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

되더라도 가능한 동일 부호를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설명되는 본 발명은 QAM 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QAM 변조심볼을 복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변조 심볼의 크기 기준(Amplitude reference)을 제공하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에 부가 정보를 실어 전송하기 위

한 것이다. 상기 부가정보는 패킷 데이타 전송에 필요한 정보로,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일 예로, 서로 다른 

여러개의 패킷 데이타를 하나의 패킷 데이타 사용자에게 연속된 슬롯(slot)을 통하여 전송하고자 할때, 이를 수신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는 서로 다른 패킷 데이타임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정

보로 위 부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예로, 패킷 데이타 사용자가 수신한 패킷 데이타를 디코딩(decoding) 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기지국으로 재전송을 요구하게 되고, 기지국은 동일한 패킷 데이타를 재전송하게 된

다. 이때 전송되는 패킷 데이타는 동일한 정보 비트임에도 불구하고, 부호율(Code Rate)과 변조 방식이 달리하여 전

송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기지국은 전송되는 패킷의 데이타 율을 패

킷 데이타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하는 데, 상기 부가정보를 이용해 이를 알려줄수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다수의 패킷

데이타 사용자가 기지국으로 패킷 데이타를 전송하는 역방향 링크의 데이타 율을 제어하는 공통 제어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특정 그룹 또는 사용자의 데이타 율 제어를 위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그외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경

우에 대해서도 부가정보 비트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순방향 링크 송신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특히, 상

기 도 1의 송신장치는 본 발명에 따라 버스트 파일롯 데이터 변조부( Burst Pilot Data Modulation ) 10과 직교확산

부(Walsh covers) 20을 포함한다. 0 심볼이 상기 버스트 파일롯 변조부 10의 입력으로 들어오면,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에 따라 상기 변조부10에서 I 채널 또는 Q 채널에 심볼을 위치시키거나, 또는 0 또는 1의 심볼로 변환시킨

다. 변환된 심볼은 상기 직교확산부20에서 미리 정해진 버스트 파일롯 채널의 직교부호(예 : 왈시(walsh) 부호)에 의

해 확산되어 칩 단위로 출력된다. 한편, 상기 변조부10이 아닌 상기 직교확산부20를 이용해 부가 정보를 전송하는 경

우, 상기 직교확산부20에서 전송할 정보 비트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를 곱해 상기 부가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

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0'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프리앰블 심볼은 신호점 사상기(signal point mapper) 201에 입력되

어 '+1'로 사상(mapping)된다. 상기 신호점 사상기 201의 출력 심볼은 왈시(Walsh) 확산기 202에 입력되며, 사용자 

고유의 MAC 식별자(ID: Identification)(또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특정한 64-ary 상호 직교(biorthogonal) 왈시 코드

(또는 시퀀스)에 의해 확산된다. 상기 왈시 확산기 202는 제1채널의 시퀀스 및 제2채널의 시퀀스를 출력한다. 상기 

왈시 확산기 202의 출력 시퀀스는 시퀀스 반복기(sequence repeater) 203에 입력되어 전송율(transmission rate)에

따라 시퀀스 반복을 거치게 된다. 상기 시퀀스 반복기 203에 의해 상기 왈시 확산기 202의 출력 시퀀스는 전송율에 

따라 최대 16번까지 시퀀스 반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 채널(DTCH : Data Traffic CHannel)의 1슬롯

내에 포함되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은 전송율에 따라 64칩(chip)에서 최대 1,024칩까지 지속될 수 있다. 상기 시퀀스 

반복기 203의 출력 (I,Q)시퀀스는 시분할 멀티플렉서(Time Division Multiplexer) 230에 입력되어 상기 데이터 트래

픽 채널 및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과 멀티플렉싱된다.

채널 코딩된 비트 시퀀스는 스크램블러(scrambler) 211에 입력되어 스크램블링(scrambling)된다. 상기 스크램블러 

211의 출력 시퀀스는 채널 인터리버(channel interleaver) 212에 입력되어 인터리빙(interleaving)된다. 이때 물리

계층 패킷의 크기에 따라 상기 채널 인터리버 212의 크기도 다르게 적용된다. 상기 채널 인터리버 212의 출력 시퀀스

는 M-ary 심볼 변조기(symbol modulator) 213에 입력되어 M-ary 심볼로 사상된다. 상기 M-ary 심볼 변조기 213

은 전송율에 따라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8-PSK(Phase Shift Keying) 또는 16-QAM(Quadratur

e Amplitude Modulation) 변조기로 동작하며, 전송율이 바뀔 수 있는 물리계층 패킷 단위로 변조방법도 바뀔 수 있

다. 상기 M-ary 심볼 변조기 213으로부터 출력되는 M-ary 심볼들의 (I,Q)시퀀스는 시퀀스 반복/심볼 천공기(seque

nce repeater/symbol puncturer) 214에 입력되며, 전송율에 따라 시퀀스 반복/심볼 천공된다. 상기 시퀀스 반복/심

볼 천공기 214로부터 출력되는 M-ary 심볼들의 (I,Q)시퀀스는 심볼 디멀티플렉서(symbol demultiplexer) 215에 입

력된다. 상기 심볼 디멀티플렉서 215에 입력된 M-ary 심볼들의 (I,Q)시퀀스는 데이터 트래픽 부채널(DTSCH : Data

Traffic Sub CHannel)에 사용 가능한 N개의 왈시 코드 채널로 디멀티플렉싱(demultiplexing)되어 출력된다. 상기 D

TSCH에 사용되는 왈시 코드의 개수 N은 가변적이며, 이에 관한 정보는 왈시공간 지시 부채널(WSISCH : Walsh Spa

ce Indication Subchannel)를 통해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되고, 단말은 이 정보를 고려하여 기지국의 전송율을

결정하고 이를 기지국에 요청한다. 따라서, 단말은 현재 수신하고 있는 DTSCH에 사용된 왈시 코드의 할당 상황을 알

수 있다. N개의 왈시 코드 채널로 디멀티플렉싱되어 출력되는 심볼디멀티플렉서 215의 출력 (I,Q)심볼들은 왈시 확

산기 216에 입력되고, 각 채널 별로 특정 왈시 코드에 의해 확산된다. 상기 왈시 확산기 216의 출력 (I,Q)시퀀스들은 

왈시 채널 이득 제어기(Walsh Channel Gain Controller) 217에 입력되어 이득 제어된 후 출력된다. 상기 왈시 채널 

이득 제어기 217로부터 출력되는 N개의 출력 (I,Q)시퀀스들은 왈시 칩 합산기(Walsh Chip Level Summer) 2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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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되어 칩 단위로 더해진 후 출력된다. 상기 왈시 칩 합산기 218로부터 출력되는 (I,Q) 칩 시퀀스는 상기 시분할 멀

티플렉서 230에 입력되어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 및 프리앰블 부채널(PSCH : Preamble Subchannel)와 멀티플렉

싱된다.

버스트 파일롯 데이터 변조부(Burst Pilot Data Modulation, 이하 변조부라 칭함) 10은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파일롯

채널 데이터(all o's)를 시그널 매핑(0 -> +1, 1-> -1)하여 파일롯 변조 심볼을 출력한다. 그리고 직교확산부( walsh

covers) 20은 상기 변조부1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에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상기 변조부10은 입력되는 정보비트에 따라 상기 출력 파일롯 변조 심볼의 부호(또는 위상)를 결정하여 출

력한다. 예를들어, 상기 입력되는 정보비트가 0 이면 양의 부호를 갖는 파일롯 변조 심볼을 출력하고, 상기 입력되는 

정보비트가 1이면 음의 부호를 갖는 파일롯 변조 심볼을 출력한다.

한편 다른 예로, 상기 변조부10는 입력되는 파일롯 채널 데이터를 시그널 매핑하고, 상기 매핑된 신호를 복소 채널(C

omplex Channel)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채널들(I채널 및 Q채널)중 입력되는 전송 정보비트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통

해 출력한다. 예를들어, 상기 입력되는 정보비트가 0 이면 I 채널을 통해 출력하고, 상기 정보비트가 1 이면 Q 채널을 

통해 출력한다.

한편 다른 예로, 상기 변조부10는 입력되는 파일롯 채널 데이터를 시그널 매핑하고, 상기 매핑된 신호를 복소 채널(C

omplex Channel)을 구성하는 복수개의 채널들(I채널 및 Q채널)중 입력되는 전송 정보비트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통

해 출력한다. 예를들어, 상기 입력되는 정보비트가 0 이면 I 채널을 통해 출력하고, 상기 정보비트가 1 이면 Q 채널을 

통해 출력한다.

상기와 같이, 변조부10를 이용해서 정보를 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예로 상기 직교확산부20에서 상기 변

조기10으로부터의 파일롯 변조 심볼을 미리 버스트 파일롯을 위해 할당된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입력되는 정보비트에

의해 선택된 소정의 직교부호를 가지고 확산함으로서 부가정보를 실을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부가정보를 버스트 파일롯 채널에 실어 전송할 경우,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가 

상기 버스트 파일롯 데이터 변조부10과 상기 직교확산부 20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를 송신단과 수신단이 서로 미

리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버스트 파일롯 변조부10에서의 전송 정보 비트(0 또는 1)에 따른 심볼 표현 방법 

및 정보 비트 할당 방법은 하기 <표 1>과 같다. 하기 표 1에서 기호 'X'는 송신단과 수신단이 상호 약속에 의해 고정되

었음을 의미한다.

[표 1]

도 2은 패킷(Packet) 데이터와 버스트 파일롯 심볼로 구성된 1.25msec 단위의 슬롯(slot) 구조의 일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슬롯은 두개의 반 슬롯(half slot)으로 구성되며, 버스트 파일롯 심볼은 반 슬롯의 첫 

부분에 128 칩 길이를 가지고 구성된다. 상기 도 2에서와 같이, 128칩의 버스트 파일롯 심볼 1개가 구성되는 경우, 

버스트 파일롯심볼의 출력 부호 및 출력 복소채널의 위치에 따라 최대 2비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비트의 정보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심볼의 위상(+/-)에 정보를 싣는 방법 혹은 변조심볼이 출력되는 복소채널의 위치를 정해주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하 설명되는 도 3a 내지 도 3c는 상기 도 2과 같은 슬롯 구조의 가정 하에 

설명된 것이다.

상기 도 3a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1개의 파일롯 변조심볼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의 위상을 

정해줌으로써 1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I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변조심볼의 부호(또는 위상)에 정보를 싣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정보 비트

가 0 이면 상기 변조심볼의 부호를 양(또는 음)으로 하여 전송하고, 1이면 심볼 신호의 부호를 음(또는 양)으로 하여 

전송한다. 이 방법으로 1 비트(bit) 정보가 전송된다. 여기서, 복소채널(complex channel)중 I채널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예로 I 채널 대신 Q 채널을 통해 변조심볼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변조 심볼의 위상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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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실을 수도 있다. 상기 정보비트 값에 따른 변조심볼의 위상은 미리 고정하여 사용한다. 도 3b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1개의 파일롯 변조심볼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이 출력되는 복소채널을 정해줌으로써 1

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비트에 따라 복소채널중 선택된 채널(I채널 또는 Q

채널)에 정보를 싣는 방법이다. 심볼의 출력부호를 양(+)으로 약속하고 상기 선택된 채널 상에 파일롯 심볼을 발생한

다. 예를들어, 정보 비트가 0이면 파일롯 심볼을 복소채널중 I 채널(또는 Q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1이면 파일롯심볼

을 Q 채널(또는 I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이 방법으로 1 비트(bit)의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다. 상기 정보비트 값에 대

한 출력 복소채널은 미리 고정하여 사용하며, 변조 심볼의 부호를 양(+) 대신 음(-)으로 미리 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

다. 도 3c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1개의 파일롯 변조심볼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의 위상 및 출

력 복소채널을 정해줌으로써 2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는 상기 도 3a와 도 3b의 방법을 조합한 

경우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1번째 정보비트에 대응하여 변조심볼의 부호(또는 출력 복소채널) 결정하고, 2번째 정보

비트에 대응하여 상기 변조심볼의 출력 복소채널(또는 위상)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 예로, 전송될 2비트 정보중 첫 

번째 정보 비트가 0이면 변조 심볼의 부호를 양(또는 음)으로 하여 전송하고, 1이면 변조심볼의 부호를 음(또는 양)으

로 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 비트가 0이면 파일롯 변조심볼을 복소채널중 I 채널(또는 Q 채널)을 통해 전

송하고, 1이면 파일롯 변조심볼을 복소채널중 Q 채널(또는 I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다른 예로, 전송될 2비트 정보중 

첫 번째 정보 비트가 0이면 파일롯 변조심볼을 복소채널중 I 채널(또는 Q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1이면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을 Q 채널(또는 I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두 번째 정보 0이면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양(또는 음)으

로 하여 전송하고, 1이면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음(또는 양)으로 하여 전송한다.

도 4는 패킷(Packet) 데이터와 버스트 파일롯 심볼로 구성된 1.25msec 단위의 슬롯(slot) 구조의 다른 예를 도시하

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슬롯은 두 개의 반 슬롯으로 구성되고, 버스트 파일롯 채널은 반 슬롯의 첫 부분에 

64 칩 길이의 두 개의 연속된 파일롯 심볼들이 구성된다. 상기 도 4에서와 같이, 64칩의 버스트 파일롯 심볼 2개가 구

성되는 경우,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또는 위상) 및 변조심볼을 전송할 복소채널의 선택을 통해 최대 4비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이하 설명되는 도 5a 내지 도 5c는 상기 도 4과 같은 슬롯 구조의 가정하에 설명된 것이다. 도 5a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2개의 파일롯 변조심볼들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들 각각에 대하여 위상

을 정해줌으로써 2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반슬롯의 첫부분에 64칩의 버스트 파

일롯 심볼 2개가 구성된 경우, 두 개의 파일롯 변조심볼들 각각의 부호(또는 위상)를 전송될 정보비트에 따라 결정하

여 전송한다. 여기서, 파일롯 변조심볼을 복소채널중 I채널만 이용해 전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들어, 2개의 정

보비들중 첫 번째 정보 비트가 0이면 첫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양(또는 음)으로 하여 전송하고, 1이면 변조

심볼의 부호를 음(또는 양)으로 하여 전송한다. 두 번째 정보 비트가 0이면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양(또

는 음)으로 하여 전송하고, 1이면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음(또는 양)으로 하여 전송한다. 즉, 하나의 파일롯 

변조심볼 당 1비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2개의 파일롯 변조심볼 구간(128칩)동안 2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

할 수 있다. 상기 정보비트의 값에 따른 변조심볼의 위상은 미리 양(+) 또는 음(-)으로 고정하여 사용한다. 예를들어, 

정보비트가 0이면 양(+)으로, 정보비트가 1이면 음(-)으로 고정될수 있다.

도 5b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2개의 파일롯 변조심볼들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들 각각에 대하

여 출력 복소채널을 정해줌으로써 2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파일롯 변조

심볼들 각각에 대해 출력 복소채널을 정보비트에 따라 결정하여 전송한다. 예를들어, 2개의 정보비트들중 첫 번째 정

보 비트가 0이면 첫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들을 I 채널(또는 Q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1이면 상기 첫 번째 파일롯 변

조심볼들을 Q 채널(또는 I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두 번째 정보비트가 0이면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을 I 채널(또는 

Q 채널)을 통해 전송하고, 1이면 상기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을 Q 채널(또는 I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즉, 하나의 

파일롯 변조심볼 당 1개의 정보비트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2개의 파일롯 변조심볼구간(128칩)동안 2개의 정보비트

들을 전송할 수 있다.

도 5c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2개의 파일롯 변조심볼들이 전송되는 경우,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들 각각에 대하

여 위상 및 출력 복소채널을 정해줌으로써 4비트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는 상기 도 5a와 도 5b의 방

법을 조합한 경우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또는 위상) 및 복소채널의 결정에 따라 하나의 파

일롯 변조심볼 당 2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하는 것으로, 두 개의 파일롯 변조심볼을 이용해 모두 4비트의 정보를 전

송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비트의 값에 따른 변조심볼의 부호 및 복소채널은 미리 정하여 사용한다. 예를들어, 4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하는 경우, 첫 번째 정보비트에 따라 첫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음(-) 혹은 양(+)으로 하여

전송하고, 두 번째 정보비트에 따라 상기 첫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을 복소채널중 I 채널 혹은 Q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 그리고, 세 번째 정보비트에 따라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의 부호를 음 혹은 양으로 전송하고, 네 번째 정보비트에 

따라 상기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의 위치를 I 혹은 Q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한편, 상기와 같이 변조부10에서 출력되는 변조심볼에 정보를 싣는 것이 아니라, 직교확산부20을 사용하여 부가 정

보를 실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변조부10에서 출력되는 변조심볼은 직교확산부 20으로 입력된다. 상기 직교

확산부20은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을 다른 부호 채널(code channel)과 구분하기 위해 미리 약속된 직교 부호(예 : 

왈시부호)로 확산시킨다.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위해 미리 약속된 직교 부호 개수가 한 개이면 정보를 실을 수 

없다. 그러나 예를들어, 상기 직교 부호를 두 개 사용하게 되면 1비트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만일, 상기 변조부10

에서 출력되는 버스트 파일롯 변조심볼을 2n개의 직교 부호들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산하는 경우에는, n비트의 정보

를 전송할수 있다. 여기서, 2n개의 직교 부호들은 송신단과 수신단에서 사전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약속되어 있어야 

한다.

도 6a 내지 도 6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버스트 파일롯 채널의 확산부호를 이용해 부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다양한 예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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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a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1개의 파일롯 변조심볼을 전송하는 경우, 버스트 파일롯 변조부10에서 출

력된 파일롯 변조심볼을 두 개의 직교 부호들중 전송 정보비트에 따라 선택된 하나의 직교 부호를 가지고 확산하는 

것을 보여준다. 두 개의 직교 부호들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전송 정보 비트에 의해 정해진다. 하나의 변조심볼

을 128 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i 번째와 j 번째 인덱스(index)를 가지는 직교 부호를 각각 W(128, i) 와 W(128, j)라 

할 때,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가 0인 경우 상기 직교확산부(20)는 상기 변조부10으로부터의 출력 변조심볼을 W(

128, i)(또는 W(128, j))로 확산시키고,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가 1인 경우 W(128, j)(또는W(128, i))로 확산시켜

1 비트의 정보를 전송한다. 여기서, 2 n 개의 직교 부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산한다면 n비트의 정보를 전송할수 

있고, 도 3a의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n+1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3b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

면 n+1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수 있다. 또한 도 3c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n+2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수 있다

. 왜냐하면, 상기 도 3c에 의해 변조부10에서 파일롯 변조심볼에 2개의 정보비트들을 실을수 있고, 상기와 같은 확산

방식에 의해 n개의 정보비트들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 6b는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2개의 파일롯 심볼들을 전송하는 경우, 버스트 파일롯 변조부10에서 출력되는 2

개의 파일롯 변조 심볼들을 각각 두개의 직교 부호들중 전송 정보비트에 따라 선택된 하나의 직교 부호를 가지고 확

산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상기 변조부10에서 출력되는 변조심볼은 64칩 길이의 직교 부호에 의해 확산된다. i 

번째와 j 번째 인덱스(index)를 가지는 직교 부호를 각각 W(64, i) 와 W(64, j)라 하고 2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하고

자 할때, 상기 2개의 정보비트들중 첫 번째 정보 비트가 0인 경우 직교확산부20은 상기 변조부10으로부터의 첫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을 W(64, i)(또는 W(64, j))로 확산시키고, 전송하고자 하는 상기 첫 번째 정보 비트가 1인 경우 W(6

4, j)(또는W(64, i))로 확산시켜 1개의 정보비트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2개의 정보비트들중 두 번째 정보비트가 0

인 경우, 직교확산부20은 상기 변조부10에서 출력되는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을 W(64, i)(또는 W(64, j))로 확산시

키고, 상기 두 번째 정보 비트가 1인 경우 상기 두 번째 파일롯 변조심볼을 W(64, j)(또는W(64, i))로 확산시켜 1개의 

정보비트를 전송한다. 만일, 2 n 개의 직교 부호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산한다면, 2n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 수 

있고, 도 5a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2n+2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5b의 방법을 함께 사용

하면 2n+2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수 있고, 도 5c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2n+4개의 정보비트들을 전송할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버스트 파일롯(burst piolt) 심볼의 개수, 상기 파일롯 심볼의 출력 위치 및 상기 파일롯 

심볼의 부호, 그리고 사용되는 직교 확산 부호 개수에 따라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 정보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송신하기 위한 송신

장치에 있어서,

위상 및/또는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및/또는 

채널 상에 파일롯 변조심볼을 발생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기로부터 상기 파일롯 변조 심볼을 입력하고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선택된 직교부호로 상기 파일롯 변조 심

볼을 확산하는 확산기를 구비하여 상기 버스트 파일롯 채널은 상기 위상 및/또는 채널 및 직교부호에 따라 상기 전송

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가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변조 심볼은 128칩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은 64칩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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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채널은 I채널 및 Q채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9.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위상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발생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기로부터의 파일롯 변조 심볼을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확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복소채널 상에 발생하는 변조기

와,

상기 변조기로부터의 파일롯 변조 심볼을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확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버스트 파일롯 심볼을 발생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기로부터 상기 버스트 파일롯 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의해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확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위상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발생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기로부터의 파일롯 변조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의해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

는 확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복소채널 상에 발생하는 변조기

와,

상기 변조기로부터의 파일롯 변조 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의해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

는 확산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인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송신하기 위한 방법

에 있어서,

위상 및/또는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및/또는 

채널 상에 파일롯 변조심볼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발생된 상기 파일롯 변조 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과정을 구비하여 상기 버스

트 파일롯 채널은 상기 위상 및/또는 채널 및 직교부호에 따라 상기 전송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가정보를 전송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변조 심볼은 128칩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롯 변조심볼은 64칩 길이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소채널은 I채널 및 Q채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위상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발생된 파일롯 변조 심볼을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복소채널 상에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발생된 파일롯 변조 심볼을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파일롯 심볼을 발생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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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발생된 파일롯 변조 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의해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과정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위상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위상에서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발생된 파일롯 변조 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의해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과정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버스트 파일롯 채널을 통해 부가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복소채널을 결정하는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응답하여 입력하는 파일롯심볼을 결정된 복소채널 상에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발생된 파일롯 변조 심볼을 복수의 직교부호들중 정보비트 입력신호에 의해 선택된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과정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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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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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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