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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MT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 및 장치를 공개한다. 그 방법은 슈퍼프레임에서 68번째 프레임을 이
용하여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여 SNR을 구하고, 이 SNR을 기존의 SNR과 비교하여 송신 및 수신단의 비트 및 
전력 할당 테이블을 수정하고, 그 장치는 종래의 수신단에 SNR을 측정하여 송신단으로 출력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종래의 방법 및 장치보다 간단하여 하드웨어적으로 간단하고, 실제적인 SNR을 이용하여 비트 및 
전력을 스웨핑하므로 정확하게 비트 및 전력 할당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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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기본적인 DMT 시스템의 블럭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의 비트 교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제3도는 제2도에 도시된 방법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 수신측의 블럭도이다.

제4도는 정상상태에서 데이타가 전송되는 " ADSL 표준" 에서 정하는 슈퍼프레임의 구조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산 다중 톤(DMT:Discrete Multi Tone 이하 DMT)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타 전송 도중에 채
널의 특성이 변함에 따라 각 부 채널에 할당된 비트수와 전력을 조절하는 DMT 시스템에서의 비트 교환(Swapping)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DMT시스템은 데이타가 전송되는 채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중 반송파를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다중 반송파 변조는 입력 비트 스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개의 반송파-변조된 파형을 중첩시킨다. 다중 반송파 전송
신호는 각각의 대역폭(4.3125KHz)이 같고, 그들의 중심 주파수가 fi, i=1,2,3, ---N, 인 독립된 N개의 부신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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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부신호들, 또는 부채널들이라고도 함,은 쿼드러쳐 진폭 변조(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된 신호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화선 같이 전송로 특성이 좋지 않은 선로로 고속의 데이타를 전송할때, DM
T 시스템을 이용하면 6Mbps이상으로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개의 반송파를 이용하는 DMT 시스템은 각 부채널 마다 신호 대 잡음비(SNR: Signal to Noise Ratio 이하 SNR)
값에 맞는 비트수 및 전력이 할당되는데 이는 시스템의 초기화 과정에서 결정된다.
    

즉, 데이타 전송모드에서 데이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채 변하는 각 부채널의 SNR에 맞는 비트수 및 전력을 바꾸어 
주는 것(교환)을" 비트 스웨핑(Bit Swapping)" 이라 하며 이는 DMT를 이용한 비동기 디지탈 가입자 선(ADSL:Asy
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이하 ADSL) 서비스에서 전송되는 데이타의 에러확률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채널 특성은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 ADSL 루프의 주파수 응답 특성도 온도에 따라 서서
히 변화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초기화 시키는 과정에서 결정한 채널 모델도 주파수 응답 특성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
가 있다.

부 채널에 비트를 할당하는 종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Ronald R, Hunt와 P.S, Chow에 의한 비트 할당 방법의 핵심 개념은 적응성 있게 수신단 뿐만 아니라 송신단이 동작하
도록 송신단 및 수신단을 만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상태에서 모든 부채널의 평균 제곱 에러(MSE:Mean Sequare Error 이하 MSE)를 관찰한다. 이 때의 에러
값은 핸드 결정 슬라이스(Slice)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차이다.

둘째, 위의 에러값이 최대인 부채널과 최소인 부채널간의 차가 어떤 임계값(일반적으로 3dB)이상이면 다음 단계로 진
행하고, 아니면 1을 반복하면서 각 부채널의 에러를 평균화한다.

셋째, 최대의 에러를 갖는 부채널에 대한 비트 할당 테이블에 있는 값의 비트수는 하나 빼고, 최소의 에러를 갖는 부채
널에 대한 비트 할당 테이블에 있는 값의 비트수는 하나 더한다.

넷째, 최소 에러는 두배로 최대의 에러는 0.5배로 바꾼다.

다섯째, 비트값이 바뀐 부채널의 슬라이스의 셋팅을 조절한다.

여섯째, 비트 교환 정보를 송신측에 전달한다.

ADSL용 DMT 시스템에서 초기 부채널의 비트수는 초기화 과정 중 SNR의 측정에 의해서 할당된다. 그러나 위의 비트 
할당 방법을 사용하면 수신단에서 데이타를 검사할 때, 버스트 에러와 같은 에러에 의해서 MSE값이 커질 수 있고, 정
상 상태에서 주파수 영역 등화기(FEQ:Frequency-domain EQualizer)에러가 MSE에 반영되므로 비트가 잘못 교환 
될 수 있고, 또한 MSE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므로 메모리의 증가등과 같이 하드웨어가 증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측정한 SNR을 이용하여 송신부에서 각 부채널
에 할당된 비트를 교환하는 DMT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DMT 시스템에서의 비트 교환 방법은 채널을 통해 전송될 데이타를 인코
딩 및 변환하는 송신부, 송신되는 상기 데이타를 수신하여 변환 및 디코딩하여 원래의 데이타로 복원하는 수신부로 구
성되는 ADSL용 DMT시스템에서, 상기 채널을 통해 정상상태에서 상기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DMT 시스템을 
초기화 하는 시스템초기화단계와, 상기 데이타가 전송되는 프레임구조에서 싱크블럭이 삽입된 프레임을 선택하는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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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선택단계와, 결정 회소 시퀀스(DLS) 방법에 의해 상기 채널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는 제1PSD 측정단계와, 
웰시(Walsh)방법에 의해 잡음의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는 제2PSD 단계와,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들을 
각각의 부채널에 대해 전부 측정하였는가를 판단하여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프레임 선택단계로 진행하는 제1판단단계
와, 상기 제1판단단계를 만족하면 상기 각 부채널별로 기존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와 새로 구한 전력 스펙트럴 밀도의 
차이를 계산하는 PSD차계산단계와,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차값이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임계값보다 적은가
를 판단하여 만족하면 상기 프레임 선택단계로 진행하는 제2판단단계와, 및 상기 제2판단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송신 및 수신부의 비트 및 전력 할당 테이블을 수정하여 상기 프레임 선택단계로 진행하는 테이블 수정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의 비트 교환 장치는 채널을 통해 송신할 데이타를 
인코딩 및 변환하는 송신부와 송신되는 상기 데이타를 수신하여 변환 및 디코딩하는 수신부로 구성되는 ADSL용 DMT
시스템의 상기 수신부에서, 상기 채널을 통해서 수신된 아날로그 상기 데이타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A/D변환
수단과, 상기 디지탈 신호를 입력하고, 블럭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 대역을 줄이기 위한 시간영역 등
화수단과, 상기 시간영역 등화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송신부에서 변조된 상기 데이타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고속 
푸리에 변환수단과, 상기 고속 푸리에 변환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각 부채널마다 발생하는 위상에러를 보상하기 위한 
주파수 영역 변환수단과, 비트 할당 테이블을 수정하기 위해 상기 A/D변환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전력 스펙트럼 밀도
를 측정하고,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상기 송신부로 보내기 위한 SNR측정수단과, 및 상기 SNR측정수단과 상기 주
파수 영역 변환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슬라이스 값을 재설정하여 디코딩하는 디코딩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도면을 첨부하여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의 비트 교환 방법 및 장치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에 의한 DNT시스템에서의 비트 교환 방법 및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DMT 시스템의 블럭도
로서, 인코더(104), 역고속 푸리에 변환(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IFFT)기(106) 및 D/A 변환기
(108)로 구성되는 송신부(100), A/D변환기(110), 고속 푸리에 변환(FFT:Fast Fourier Transform 이하 FFT)기(
112) 및 디코더(114)로 구성되는 수신부(102) 및 전송선로(전송채널 또는 채널)(116)로 구성된다.

    
ADSL에서 사용되는 DMT 시스템은 각각이 4KHz의 넓이를 가지는 256개의 별도의 채널을 발생한다. 그러나 256개 
별도의 송신부(100)[및 수신부(102)]를 필요로 하는 멀티 캐리어들과는 달리 DMT는 역 고속 푸리에 변환기(106) 
및 고속 푸리에 변환기(112)라 불리우는 이산 푸리에 변환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제1도에 도시된 DMT시스템의 송신
부(100)는 단순히 데이타 블럭을 입력단자 IN을 통해 받아 들이고(비트들의 정확한 수는 데이타 율과 오버헤드에 의
존한다), 알려진 특성에 의존하는 전송채널(116)에 비트들의 그룹을 할당하고, 인코더(104)는 비트들의 값에 의존하
는 각 채널을 인코딩하여, 512 점 역 고속 푸리에 변환까지 인코딩된 값을 역고속 푸리에 변환기(106)으로 넘겨 준다.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하면 고속 푸리에 변환기(112)는 디지탈 형태로 256개의 캐리어 없는 AM(Amplitude Modula
tion)/PM(Pulse Modulation) 부채널들을 발생하고, 이 때, 각 서브 채널은 측정된 서브채널의 SNR에 의존하면서 심
볼 당 하나에서 열한개 까지 비트들을 전달할 수 있다. 표준 D/A 변환기(108)는 입력한 디지탈 신호를 전화선(Coppe
r Loop)에 결합하기에 적당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다.
    

수신기(102)는 송신기(100)의 역 과정이다. 세가지의 다른 기능들, 즉 시간 회복기능, 필터기능 및 채널 확인기능,을 
하는 세가지의 요소들이 하나의 완전한 수신기(102)를 구성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차트이다.

제3도는 제2도에 도시된 방법을 수행하는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장치의 블럭도로서, A/D
변환부(300), 시간 영역 등화부(302), 고속 푸리에 변환부(304), 주파수 영역 등화부(306), 복호부(308) 및 SNR 
측정부(310)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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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서 DMT 시스템의 전원을 온 했을 때, 송신부와 수신부의 채널상황을 고려하여 초기화를 행한
다(제2OO단계). 초기화단계는 활성화 & 인지, 트랜시버 트래이닝 및 채널 분석 & 교환으로 나누어진다. 본 발명에서
는 송신부와 수신부사이에 형성된 채널에서 각 부채널의 SNR을 측정하고, 이에 알맞는 비트수와 전력을 할당하는 것이
므로 채널분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DMT시스템의 초기화 된후, 시스템이 정상상태가 되면 데이타를 전송하기 시
작한다(제2O2단계).
    

제4도는 정상상태에서 데이타가 전송되는 " ADSL 표준" 에서 정하는 슈퍼프레임의 구조도이다.

    
제4도에 도시된 0∼68프레임 중 68번째 프레임에는 순간적인 인터럽트에 의해서 데이타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화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고 데이타 스트림을 복구하기 위한 싱크 심볼이 삽입된다. 제202단계후예 전력 스펙트럼 밀도
(PSD:Power Spectral Density 이하 PSD)를 구하기 위해서 제4도에 도시된 슈퍼 프레임들 중에서 68번째 프레임이 
선택된다(제204단계). 제204단계후에 결정 최소 순열(DLS:Deterministic Least Sequence 이하 DLS) 방법에 의하
여 각 부채널의 전력 스택트림 밀도를 측정한다(제206단계). 여기서 DLS방법이란 채널을 통과하고 송신단에서 보내
진 알고있는 순열값을 누적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랜덤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채널 
응답을 구할 수 있고, 이를 FFT하면 채널의 PSD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제206단계후에 월시(Walsh)방법에 의하여 채
널의 각 부채널에서 노이즈의 PSD를 측정한다(제2O8단계). 이 때 정확한 SNR계산을 위해서 알려진 패턴인 68번째의 
프레임이 여러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208단계후예 제2O6단계 및 제2O6단계가 여러번 행해질 필요가 있으며(제21
O단계를 만족하지 않음) 이를 N번 반복한다(제21O단계를 만족). 제21O단계를 만족하면 측정된 채널 PSD와 노이즈 
PSD로부터 각 부채널의 SNR를 구할 수 있고, 기존의 SNR과 새로 구하여진 SNR의 차이값을 구한다(제212단계). 제
212단계후에 SNR의 차이값과 SNR의 임계값을 서로 비교하여(제214단계), 만일 차이값이 임계값보다 적으면 제204
단계로 진행하고, 크면 송신단의 해당 부채널의 비트 및 전력 할당을 교환해주며, 수신단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해당 파라미터들(비트 및 전력 테이블)을 바꾸어주어야 한다(제216단계). 제216단계에서 송신단으로 비트 교환
(SWAPPING)정보를 전송할 때는 " ADSL 표준" 에서 규정하는 비트 교환 프로토콜에 의해 중앙 채널을 통해서 보내
지고, 데이타 전송에 앞서 서로 소정의 제어신호를 교환하여(Handshake) 동기를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비트 스웨핑
은 여러개의 슈퍼 프레임이 전송된 후(한개의 프레임이 전송되는 시간은 17msec)에 계산이 가능하므로 갱신 기간이 
걸어지지만 채널의 변화(온도등의 변화)도 매우 느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는 제3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시간 영역 등화부(302)와 SNR측정부(310)가 삽
입되는 것을 제외하고 서두에서 언급한 DMT시스템의 기본적인 블럭과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한다.

    
제3도에 도시된 A/D(Analogue/Digital)변환기(300)는 입력단자 IN으로 송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하여 디지탈 신
호로 변환한다. A/D변환기(300)로부터 출력되는 디지탈 신호는 시간 영역 등화부(TEQ:Time domain EQualizer)(3
02)에 입력되어 DMT시스템 특성상 발생하는 블럭간 간섭(IBl:Inter Block Interference)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대역(Guard Band)를 줄이기 위해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FIR: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로서 구현된다. 
시간 영역 등화부(302)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고속 푸리에 변환부(304)에 입력되어 송신부의 변조에 대응하는 복조
를 하며, 제1도에 도시된 역고속 푸리에 변화부(106)에 대응하는 복조기이다. 주파수 영역 등화부(306)는 고속 푸리
에 변환부(304)의 출력을 입력하여 각 부채널마다 발생하는 위상 에러를 보상하기 위한 필터이다. 한편 제3도에 도시
된 SNR측정부(310)는 A/D변환부(300)의 출력을 입력하여 SNR을 측정하고,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프
로세서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계산된 각 부채널들의 SNR값들은 출력단자 OUT를 통해 송신
부에 전해져 송신단의 비트 할당 테이블을 수정함과 동시에 복호부(308)의 슬라이서(Slicer)값을 다시 설정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DMT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 및 장치는 종래의 SNR측정알고리
즘에 SNR비교를 위한 알고리즘만 추가하고, 슈퍼프레임에서 68번째 프레임을 선택하는 카운터만으로 종래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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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구조를 단순화시켰고, 비트 및 전력할당을 채널의 변화에 따라 교환할 때, 실제 측정한 SNR값을 이용하므
로 종래의 핸드 결정에 의한 MSE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비트 및 전력을 교환하기 위한 스웨핑 정보를 보다 정확히 송신
부로 보낼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채널을 통해 전송될 데이타를 인코딩 및 변환하는 송신부, 송신되는 상기 데이타를 수신하여 변환 및 디코딩하여 원래
의 데이타로 복원하는 수신부로 구성되는 ADSL용 DMT시스템에서,

상기 채널을 통해 정상상태에서 상기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 상기 DMT 시스템을 초기화 하는 시스템초기화단계,

상기 데이타가 전송되는 프레임구조에서 싱크블럭이 삽입된 프레임을 선택하는 프레임 선택단계:

결정 회소 순열(DLS) 방법에 의해 상기 채널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는 제1PSD 측정단계;

웰시(Walsh)방법에 의해 잡음의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는 제2PSD 단계: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들을 각각의 부채널에 대해 전부 측정하였는가를 판단하여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프레임 선택
단계로 진행하는 제1판단단계;

상기 제1판단단계를 만족하면 상기 각 부채널별로 기존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와 새로 구한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차이
를 계산하는 PSD차계산단계;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차값이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의 임계값보다 적은가를 판단하여 만족하면 상기 프레임 선
택단계로 진행하는 제2판단단계: 및

상기 제2판단단계를 만족하지 않으면 상기 송신 및 수신부의 비트 및 전력 할당 테이블을 수정하여 상기 프레임 선택단
계로 진행하는 테이블 수정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T 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초기화 단계는

상기 DMT시스템의 비트 및 전력을 초기 설정하는 초기화단계: 및

상기 DMT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 데이타의 전송을 시작하는 데이타전송시작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
T 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 방법.

청구항 3.

채널을 통해 송신할 데이타를 인코딩 및 변환하는 송신부와 송신되는 상기 데이타를 수신하여 변환 및 디코딩하는 수신
부로 구성되는 ADSL용 DMT시스템의 상기 수신부에서,

상기 채널을 통해서 수신된 아날로그 상기 데이타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A/D변환수단:

상기 디지탈 신호를 입력하고, 블럭간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 대역을 줄이기 위한 시간영역 등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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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간영역 등화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상기 송신부에서 변조된 상기 데이타 신호를 복조하기 위한 고속 푸리에 변
환수단:

상기 고속 푸리에 변환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각 부채널마다 발생하는 위상에러를 보상하기 위한 주파수 영역 변환수
단;

비트 할당 테이블을 수정하기 위해 상기 A/D변환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고, 상기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상기 송신부로 보내기 위한 SNR측정수단; 및

상기 SNR측정수단과 상기 주파수 영역 변환수단의 출력을 입력하여 슬라이스 값을 재설정하여 디코딩하는 디코딩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MT 시스템에서 적응형 비트 교환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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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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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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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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