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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널 부호화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시키는 레이트 매칭을 위한 채널 부호화 장치 및 그 방법
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채널 부호화 장치는 소스 부호기와 채널 부호기의 사이에 접속된 비트 삽입기를 구비한다. 
상기 비트 삽입기는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채널 부호기는 상기 비트 삽
입된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심볼들을 발생한다.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
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시킨다. 채널 인터리버는 상기 레이트 매칭된 채널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변조 처리를 위해 출
력한다. 상기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에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으며, 작은 경우에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한 작은 경우에는 반복기 및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대표도
도 9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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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트 매칭(rate matching), 비트삽입기, 채널부호화(channel coding), 반복기, 천공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데이터율이 64kbps 에 대한 레이트 매칭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종래의 터보 부호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종래의 길쌈 부호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종래의 터보 복호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종래의 통신 시스템의 송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종래의 통신 시스템의 또 다른 송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레이트 매칭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의 64kbps 및 32kbps 에 대한 레이트 매칭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송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도 9의 실시예에 대한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송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도 11의 실시예에 대한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송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도 13의 실시예에 대한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송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도 15의 실시예에 대한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의 채널 부호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채널 부호화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
와 동일하게 매칭시키는 레이트 매칭을 위한 채널 부호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서 소스 사용자 데이터율(Source User Data Rate)은 채널로 전송시 채널 심볼 데이터율(C
hannel Symbol Rate)로 변경을 하게 된다. 특히 확산대역통신(Spread Spectrum Communication System)을 이용
하는 통신 시스템의 경우는 확산을 위한 칩율(Chip Rate)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채널을 다중화한 
후에는 반드시 채널 심볼 데이터율을 칩율의 정수배로 만들어 주게된다. 이러한 과정을 소위 레이트 매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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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레이트 매칭 과정을 소스 데이터율이 64kbps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먼저 소스 부호화된 사용자 데이터는 CRC(Cyclic Redundancy Code) 발생기 101에서 13비트의 CRC가 첨가된다. 전
송율(R)이 1/3인 채널 부호기 102에 의하여 채널 부호화를 할 때 상기 채널 부호화된 심볼의 개수는 총 653x3=195
9비트가 된다. 전송할 데이터 심볼의 개수를 2048비트로 변환시키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기의 예에서 채널 부
호화된 1959비트를 2048비트로 만들기 위하여 레이트 매칭기에서 89비트를 심볼 반복을 하게된다. 하지만 단순히 심
볼 반복에 의한 성능은 CSELT, 'Power control parameters optimisation in W-CDMA down-link', SMG2 Laye
r 1 Expert group Agenda item 7, Oslo 1-2 April 199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널 환경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의 저
하를 가져올 수 있다.
    

    
상기 도 1에서 사용되는 채널 부호기는 일반적으로 길쌈 부호기, 리드-솔로몬 부호기, 길쌈 부호기와 리드-솔로몬 부
호기를 연결한 쇄상 부호기 및 길쌈 부호기를 병렬 혹은 직렬연결한 터보 부호기 등이 있으며, 각각의 부호기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로써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터보부호기(turbo coder)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병렬 쇄상 부호기의 하나인 터보 부호(turbo code)의 부호기(encoder)는 N개의 정보 비트의 프레
임(frame)으로 이루어진 입력을 두 개의 간단한 병렬 쇄상된 부호를 이용하여 패리티 심볼(parity symbol)을 만드는 
시스템으로써 구성 부호(component code)로는 RSC(Recursive Systematic Convolutional) 부호를 이용할 수도 있
다.
    

도 2와 도 4는 종래의 터보 부호기 및 복호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터보 부호에 대한 특허인 1995년 8월 29일 
등록된 미합중국 특허(Patent Number: 5,446,747), 제목 'Error-Correction Coding Method with at least Two 
Systematic Convolutional Coding in Parallel, Corresponding Iterative Decoding Method, Decoding Module 
and Decoder'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도 2와 같은 구성을 갖는 터보 부호기는 제1구성 부호기 201과 제2구성 부호기 202 사이에 인터리버(interleaver) 2
11이 연결되어져 구성된다. 상기 제1, 제2구성 부호기 201 및 202는 이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진 RSC(Recursive 
Systematic Convolutional)부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인터리버 211은 입력되는 정보 비트의 프레임 길
이 N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상기 제2구성 부호기 202로 입력되는 정보 비트 d k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정보 비트들 
사이의 상관(correlation)을 줄여주게 된다. 따라서 입력되는 정보 비트 d k에 대한 병렬 쇄상 부호의 출력은 xk(xk=
dk), y1k , y2k 가 된다.

    
또한, 상기 도 2와 같은 터보 부호기의 출력을 복호하는 터보 복호기는 앞서 언급된 특허에 게시되어 있다. 이의 구성을 
간략히 도시하면 도 4과 같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터보 복호기는 수신된 데이타를 프레임 단위로 MAP(Maximum 
A Posterirori Probability)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호를 반복하므로써, 반복 복호 횟수의 증가에 따라 오류율(
Bit Error Rate: BER) 성능이 점점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터보 복호기는 연판정 반복 복호가 가능한 
MAP 복호기나 SOVA(Soft-Out Viterbi Algorithm) 복호기 등을 사용한다.
    

도 3은 또 다른 채널 부호기를 도시한 도면으로 구속장이 9이고 전송율이 1/3인 길쌈 부호기이다. 길쌈 부호기의 복호
는 비터비(Viterbi) 알고리듬을 이용한 비터비 복호기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5는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의 송신부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가 멀티플렉싱되어 전송되는 
시스템을 예로 든 것이다. 사용자 데이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 소스 부호기 501을 거친 데이터들은 제1 채널 부호
기 502 에 의하여 채널 부호화된다. 한편 제어 데이터는 제2 소스 부호기 511을 거쳐 제2 채널 부호기 512에 의하여 
채널 부호화된 후 멀티 플렉서 503에서 사용자 데이터와 멀티플렉싱된다. 멀티플렉싱된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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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이트 매칭기 504에서 심볼 반복, 천공 혹은 심볼 반복 후 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레이트 매칭이 이루어진다. 상
기 레이트 매칭된 심볼은 채널 인터리버 505 및 변조기 506을 거쳐 송신기 507로 보내어진다.
    

    
도 6은 또 다른 통신 시스템의 송신부를 도시하는 도면으로 두 가지의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가 멀티플렉싱되어 
전송되는 시스템을 예로 든 것이다. 사용자 데이터(1)과 사용자 데이터(2)는 제1 채널 부호기 602 및 제2 채널 부호
기 612 에서 채널 부호화된 후 각각의 서비스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제1 레이트 매칭기 603 과 제2 레이트 매칭기 613
에서 각기 다른 심볼 반복, 천공 혹은 심볼 반복 후 천공을 하게된다. 상기 레이트 매칭기 603, 613 및 623의 출력은 
멀티플렉서 604에서 멀티플렉싱된 후 채널 레이트 매칭기 605에서 최종 레이트 매칭을 하게된다. 채널 레이트 매칭된 
심볼들은 채널 인터리버 606과 변조기 607을 거쳐 송신기 608로 보내어진다.
    

    
상기의 채널 부호기의 출력 심볼을 레이트 매칭하기 위하여 심볼 반복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채널 부호화된 심볼을 단
순히 반복하는 방법은 심볼 매칭하기에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심볼 반복이란 것은 오류 정정 관점에서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채널 부호화된 심볼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모든 심볼을 각각 2번씩 심볼 반복
한 경우(전송율 1/2)와 심볼 반복하지 않았을 경우(전송율 1)의 비트 오율 성능은 비슷하나 각 심볼들이 비동등(une
qual) 심볼 반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널 환경에 따라 성능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심볼들이 
비동등 심볼 반복되었을 경우에 성능저하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CSELT, 'Power control parameters optimisation 
in W-CDMA down-link', SMG2 Layer 1 Expert group Agenda item 7, Oslo 1-2 April 1998.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레이트 매칭을 하기 위하여 비동등(unequal) 심볼 반복(repetition)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
    

한편 구속장이 3인 터보 부호기에 대한 도 2의 경우를 살펴보자. 터보 부호기의 출력은 부호화를 거치지 않는 정보비트 
xk와 채널 부호화된 패리티 비트 y1k 및 y2k 들로 이루어진다. 만약 레이트 매칭을 위하여 혹은 다양한 전송율을 제공하
기 위하여 정보비트에 해당하는 xk를 천공할 경우 성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시간 k에서 패리티 비트 y 1

k및 y2k 가 동시에 천공이 될 경우에는 시간 k의 정보비트에 대한 패리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구속장이 3인 터보 부호기의 경우에 동일한 패리티 y1k , y1k+1 이 동시에 천공이 되거나2k , y2k+1 이 동시에 
천공이 되면, 시간 k 와 k+1 에 대한 정보비트의 패리티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반복 복호를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나타
난다. 즉, 터보 부호기의 메모리 개수만큼 제1 구성 부호기 혹은 제2 구성 부호기의 패리티가 연속적으로 천공이 되는 
경우는 성능 저하가 동반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심볼 반복이 필요한 레이트 매칭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정보 비트에 임의의 비트를 삽입하여 상기 
비트 삽입된 정보 비트를 부호화하는 채널 부호기를 이용함으로써 성능 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이하, 정보 비트에 삽입
하는 임의의 비트값과 삽입된 위치는 송신측과 수신측이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터보 부호기에 있어서 채널 부호화된 심볼의 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공시 성능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패리티 비
트의 천공 위치를 선택하여 천공하면 해결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레이트 매칭(Rate Matching) 장치에서 
심볼 반복, 천공 및 심볼 반복 후 천공시 전체 시스템의 성능열화(degradation)를 최소화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입력되는 소스 데이터 비트에 임의의 비트를 삽입하여 상기 비트 삽입된 정보 비트를 부호화
한 뒤 채널 부호화된 데이터 심볼을 천공하는 레이트 매칭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입력되는 채널 부호화된 심볼을 레이트 매칭할 때 심볼 천공 위치를 선택하여 천공시 발생되
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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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소스 부호기와 채널 부호기의 사이에 접속된 비트 삽입기를 구비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를 제안한다. 상기 비트 삽입기는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채
널 부호기는 상기 비트 삽입된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심볼들을 발생한다.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시킨다. 채널 인터리버는 상기 레이트 매칭된 채널 심볼들을 인터리빙하
여 변조 처리를 위해 출력한다. 상기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에
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으며, 작은 경우에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한 작은 경우에는 반복기 및 천공기로 구
현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 동작이 자명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동작 설명들은 간략화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1 구성부호기와 제2 구성 부호기는 구속
장이 3인 순환구조적 길쌈부호기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써 설명한다. 제2, 제3 구성부호기의 복호기는 연판정 반복 복호
기를 사용한다. 상기 연판정 반복 복호기는 MAP 혹은 SOVA 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제1, 제2 구성부
호기는 순환구조적 길쌈 부호기뿐만 아니라, 비순환 길쌈부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제1, 제2 구성부호기는 구속
장 및 생성다항식이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 부호화 장치의 레이트 매칭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소스부호기 701은 소스 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정보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여기서 상기 정보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user data) 및 제어 데이터(contorol data)를 포함한다. 비트
삽입기 70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known bits)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채널부호기 703은 상기 비트삽입기 70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채널부호기 
70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레이트매칭기 704는 상기 채널부호기 703에서 출력되는 심볼
을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한 심볼을 출력한다. 상기 레이트 매칭기 704는 반
복기와,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레이트 매칭기 70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
이 가능하다. 채널 인터리버 705는 상기 채널 레이트로 조정된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변조기 706은 상기 
인터리빙된 채널 심볼들을 변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 706은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CDMA)의 변조기술을 사용
할 수 있다. 송신기 707은 상기 변조된 송신 데이터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한다.
    

    
상기 레이트 매칭기 704는 부호화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레이트 매칭기 704는 부호화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레이트 매칭기 704는 부호화된 심볼이 주
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도 7의 채널 부호기는 구속장이 3인 터보 부호기 혹은 구속장이 9인 길쌈 부호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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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의의 개수만큼 정보 비트에 삽입할 때 전체 입력 데이터 프레임중 오류발생에 취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 상기 임의의 비트 삽입에 의한 채널 부호기의 성능은 복호시 이미 알고 있는 값, 즉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호기의 격자도(trellis)의 서바이벌(survival) 경로를 찾을 때 그만큼 오류율을 줄여주게 된다. 송신측과 수
신측이 알고 있는 비트를 이용하는 비트 삽입방법에 의한 성능이 모든 이동속도에서 우수하며, 삽입하는 비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 이득이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소스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혹은 제어 데이터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상기 비트 삽입기에서 삽입하는 비트의 개수를 가변할 수도 있다.
    

상기 입력되는 정보비트에 비트 삽입된 입력 데이터는 채널 부호기 703에 의하여 채널 부호화가 되며, 레이트 매칭기 
704에서는 채널 부호화된 심볼의 개수를 지정된 레이트에 맞도록 심볼을 천공하게된다. 상기 과정을 아주 간단한 예로
써 설명하도록 한다.

도 8a 및 도 8b는 소스 부호기의 출력 데이터율이 64kbps 인 경우와 32kbps 인 경우의 레이트 매칭 과정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8a 및 도 8b에서 사용하는 채널 부호기는 구속장이 3인 터보 부호기를 예로 들기로 한다.

    
상기 도 8a에서 소스 부호기의 출력 데이터(64kbps)에 13비트의 CRC비트가 첨가되면 653비트가 된다. 비트 삽입기 
802에서는 정보 비트에 임의의 '0' 혹은 '1'을 44비트를 삽입한다. 따라서 채널 부호기 803에 입력되는 총 입력 데이터 
비트는 653+44=697비트 가 된다. 전송율(R) 1/3로 채널 부호화된 총 심볼의 개수는 697x3=2091비트가 된다. 여
기서 소스 부호기의 출력 데이터 비트에 삽입한 44비트중에서 43비트를 천공하면 2091-43=2048 비트가 된다. 왜냐
하면 정보 비트에 삽입한 44비트는 송신측과 수신측이 삽입위치 및 삽입된 비트의 값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실제로 채
널을 통하여 전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이트 매칭기 804에서 43비트만 천공을 하면 최종적으로 레이트 
매칭된 출력심볼의 개수는 2048이 된다. 상기 방법은 송신측과 수신측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비트의 개수가 많기 때
문에 복호시 격자도상에서 서바이벌 경로 추적시 오류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여기서 삽입되는 비트의 개수는 데이터율
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도 8b는 상기 레이트 매칭 방법에 대하여 소스 부호기의 출력 데이터율이 32kbp
s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하였다. 32kbps 의 경우에는 비트삽입기 812에서 524비트가 삽입되고, 전송율(R)이 1/3인 채
널 부호기에서 부호화가 된 심볼을 523비트 천공하는 과정에 의하여 레이트 매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시하며, 최종 
전송되는 심볼의 개수는 2048이 된다.
    

한편, 도 7에서 채널 부호기 703이 터보 부호기일 때, 터보 부호화된 심볼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 2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순환구조적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정보비트 xk가 부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채널로 전송된다. 만약 레이트 매칭
을 위하여 상기 터보 부호의 정보 비트 xk를 천공하는 경우 다른 패리티 비트를 천공할 때 보다 성능 저하가 심하게 나
타난다. 따라서 정보 비트 xk는 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2에서 구속장이 3인 터보 부호기의 제1 구성 
부호기 201의 패리티 비트가 시간 k 및 k+1에서 연속적으로 2번 천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간 k에서의 정보 비트에 
대한 패리티가 하나도 없게된다. 이것은 제2 구성 부호기 20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시간 k에서 제1 구성 부
호기 201의 패리티 y1k 와 제2 구성 부호기 202의 패리티 y 2k 가 모두 천공이 되면 시간 k에서 정보 비트 x k를 복호하
기 위한 패리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리티 비트를 천공을 하여 레이
트 매칭을 할 때에는 제1 구성 부호기 201혹은 제2 구성 부호기 202의 패리티 비트를 메모리 개수만큼 연속적으로 천
공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제1 구성 부호기 201 및 제2 구성 부호기 202의 패리티 비트를 동시에 천공하지 않아야 한
다.

    
일반적으로 송신측과 수신측이 호(call) 셋업(set-up)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트 정보(Rate Information)를 서로 교환
한다. 그러나 이러한 레이트 정보가 송신측에서 수신측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측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미리 설정된 여러 가지 데이터율에 따라 복호를 한후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CRC(Cyclic Redundancy Code)를 검
사하여 데이터율을 알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상기 정보비트에 비트삽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트 매칭을 하
는 시스템에서 호 셋업과정에서 수신측이 레이트 정보를 직접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율에 따라 미리 
설정된 비트삽입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복호를 수행한 후 데이터 프레임 내부의 CRC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율
의 오류 유무를 판단할 수도 있다.

 - 6 -



등록특허 10-0334819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부호화 장치의 레이트 매칭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채널 부호화 
장치는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 각각에 대해 레이트 매칭을 위해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경
우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제1 소스부호기 901은 소스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사용자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제1 비트삽입기 90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
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
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1 채널부호기 903은 상기 제1 비트삽입기 902의 출력을 입력
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사용자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
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채널부호기90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 레이트매칭기 904는 
상기 제1 채널부호기 90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1 레이
트 매칭기 90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90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9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9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
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9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
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한편 제2 소스부호기 911은 소스 제어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제2 비트삽입기 91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제어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에 미리 결정된 수의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
어야 한다. 제2 채널부호기 913은 상기 제2 비트삽입기 91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
(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제어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2 채널부호기 91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2 레이트매칭기 914는 상기 채널부호기 91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
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91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
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914는 상기 반복
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914는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914는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
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로 구
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914는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
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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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레이트 매칭된 사용자 데이터 심볼과 제어 데이터 심볼은 멀티플렉서 905에서 멀티플렉싱이 된 후 채널 인터리버 
906에서 상기 채널 레이트로 조정된 심볼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변조기 907은 상기 인터리빙된 채널 심볼 데이
터들을 변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 907은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CDMA) 의 변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송신기 
908은 상기 변조된 송신 데이터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한다.

    
도 10은 도 9의 채널 부호기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전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신호는 
복조기 1002를 거쳐 복조가 된 다음 채널 디인터리버 1003을 거친 후 디멀티플렉서 1004에서 디멀티플렉싱된다. 디
멀티플렉싱된 사용자 데이터는 제1 레이트 디매칭기 1005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1 채널 복호기 1006으로 
입력된다. 제1 채널 복호기 1006에서 복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9의 제1 비트 삽입기 90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1 비트 천공기 1007에서 송신측의 제1 비트 삽입기 90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개수만큼 제거
한 뒤 제1 소스 복호기 1008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사용자 데이터로 출력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싱된 제어 
데이터는 제2 레이트 디매칭기 1015에서 심볼 삽입을 거쳐 제2 채널 복호기 1016으로 입력된다. 제2 채널 복호기 10
16에서 복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9의 제2 비트 삽입기 91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2 비트 
천공기 1017에서 송신측의 제2 비트 삽입기 91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개수만큼 제거한 뒤 제2 소스 복호기 1018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제어 데이터로 출력된다.
    

상기 도 10의 채널 복호기 1006,1016은 길쌈 부호인 경우에는 비터비 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터보 부호인 경
우에는 연판정 반복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부호화 장치의 레이트 매칭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채널 부
호화 장치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이트 매칭을 위해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고, 제어 데이터
에 대해서는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제1 소스부호기 1101은 소스 사용자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사용자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제1 비트삽입기 110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
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
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1 채널부호기 1103은 상기 제1 비트삽입기 110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사용자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
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채널부호기 110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 레이트매칭기 
1104는 상기 제1 채널부호기 110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10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10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1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1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
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1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
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
다.
    

    
한편 제2 소스부호기 1111은 소스 제어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제2 채널부호기 1112는 상기 제2 소스부호기 1111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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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로 부호화하여 제어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2 채널부호기 1112는 터보부호
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 레이트매칭기 1113은 상기 채널부호기 1112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113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113은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113은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
기 제어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113은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
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
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레이트 매칭기 1113은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
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레이트 매칭된 사용자 데이터 심볼과 제어 데이터 심볼은 멀티플렉서 1105에서 멀티플렉싱이 된 후 채널 인터리
버 1106에서 상기 채널 레이트로 조정된 심볼 데이터들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변조기 1107은 상기 인터리빙된 채
널 심볼 데이터들을 변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 1107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변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송신기 1108은 상기 변조된 송신 데이터를 RF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한다.

    
도 12는 도 11의 채널 부호기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전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신호
는 복조기 1202를 거쳐 복조가 된 다음 채널 디인터리버 1203을 거친 후 디멀티플렉서 1204에서 디멀티플렉싱된다. 
디멀티플렉싱된 사용자 데이터는 제1 레이트 디매칭기 1205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1 채널 복호기 1206으
로 입력된다. 제1 채널 복호기 1206에서 복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9의 제1 비트 삽입기 110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
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1 비트 천공기 1207에서 송신측의 제1 비트 삽입기 110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개수만큼 
제거한 뒤 제1 소스 복호기 1208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사용자 데이터로 출력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싱된 제
어 데이터는 제2 레이트 디매칭기 1215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2 채널 복호기 1216으로 입력된다. 제2 채
널 복호기 1216에서 복호된 데이터는 제2 소스 복호기 1217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제어 데이터로 출력된다.
    

상기 도 12의 채널 복호기 1206,1216은 길쌈 부호인 경우에는 비터비 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터보 부호인 경
우에는 연판정 반복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부호화 장치의 레이트 매칭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채널 부
호화 장치는 2개의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 각각에 대해 레이트 매칭을 위해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사용자 데이터는 2개인 것으로 도시 및 설명될 것이나, 그 사용자 데이터의 수는 확장가능
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제1 소스부호기 1301은 소스 사용자 데이터(1)을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사
용자 데이터(1)을 부호화한다. 제1 비트삽입기 130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
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1 채널부호기 1303은 상기 제1 비트삽입기 130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사용자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
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채널부호기 130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 레이트매
칭기 1304는 상기 제1 채널부호기 130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30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30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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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3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3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
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3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
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
다.
    

    
한편, 제2 소스부호기 1311은 소스 사용자 데이터(2)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사용자 데이터(2)를 
부호화한다. 제2 비트삽입기 131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
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2 채널부호기 1313은 상기 제2 비트삽입기 131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사용자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2 채널부호기 131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 레이트매칭기 1314는 상기 
제2 채널부호기 131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2 레이트 매
칭기 131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31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31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31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
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31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
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
다.
    

    
한편 제3 소스부호기 1321은 소스 제어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제3 비트삽입기 132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제어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
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3 채널부호기 1323은 상기 제3 비트삽입기 132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제어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
기 제3 채널부호기 132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 레이트매칭기 1324는 상기 제3 채널
부호기 132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3
2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32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324는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
기 제어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324는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
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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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레이트 매칭기 1324는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
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제1 비트 삽입기 1302, 제2 비트 삽입기 1312 및 제3 비트 삽입기 1322에서 삽입하는 비트의 개수는 사용자 데
이터(1), 사용자 데이터(2) 및 제어데이터의 서비스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상기 레이트 매칭된 사용자 데이터 심볼과 제어 데이터 심볼은 멀티플렉서 1305에서 멀티플렉싱이 된 후 채널 레이트 
매칭기 1306에서 채널 심볼 레이트로 조정된 다음 채널 인터리버 1307에서 상기 채널 레이트로 조정된 심볼 데이터들
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변조기 1308은 상기 인터리빙된 채널 심볼 데이터들을 변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 1
308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변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송신기 1309은 상기 변조된 송신 데이터를 RF
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한다.
    

    
상기에서, 채널 레이트 매칭기 1306은 멀티플렉서 1305로부터의 출력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출력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 1306은 멀티플렉서 1305로부터의 심
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출력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 1306은 상기 출력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출
력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출력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
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4는 도 13의 채널 부호기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전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신호
는 복조기 1402를 거쳐 복조가 된 다음 채널 디인터리버 1403을 거친 후 채널 레이트 디매칭기 1404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이 먼저 이루어진 후 디멀티플렉서 1405에서 디멀티플렉싱된다. 디멀티플렉싱된 사용자 데이터는 제1 레이
트 디매칭기 1406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1 채널 복호기 1407로 입력된다. 제1 채널 복호기 1407에서 복
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13의 제1 비트 삽입기 130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1 비트 천공기 
1408에서 송신측의 제1 비트 삽입기 130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제거한 뒤 제1 소스 복호기 1409로 전달
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사용자 데이터로 출력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싱된 또 다른 사용자 데이터는 제2 레이트 디매칭기 1416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2 채널 
복호기 1417으로 입력된다. 제2 채널 복호기 1417에서 복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13의 제2 비트 삽입기 131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2 비트 천공기 1418에서 송신측의 제2 비트 삽입기 1312에서 임의로 삽입
한 비트 개수만큼 제거한 뒤 제2 소스 복호기 1419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사용자 데이터로 출력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싱된 제어 데이터는 제3 레이트 디매칭기 1426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3 채널 복호기 14
27로 입력된다. 제3 채널 복호기 1427에서 복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13의 제3 비트 삽입기 132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3 비트 천공기 1428에서 송신측의 제3 비트 삽입기 132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개수
만큼 제거한 뒤 제3 소스 복호기 1429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제어 데이터로 출력된다.

상기 도 14의 채널 복호기 1407,1417,1427은 길쌈 부호인 경우에는 비터비 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터보 부호
인 경우에는 연판정 반복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 11 -



등록특허 10-0334819

 
도 1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채널 부호화 장치의 레이트 매칭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채널 부
호화 장치는 2개의 사용자 데이터 각각에 대해 레이트 매칭을 위해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경우이
고, 제어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 삽입을 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 사용자 데이터는 2개인 것으로 도시 및 설명될 
것이나, 그 사용자 데이터의 수는 확장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도 15를 참조하면, 제1 소스부호기 1501은 소스 사용자 데이터(1)을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사
용자 데이터(1)을 부호화한다. 제1 비트삽입기 150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
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1 채널부호기 1503은 상기 제1 비트삽입기 150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사용자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
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채널부호기 150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 레이트매
칭기 1504는 상기 제1 채널부호기 150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50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50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5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5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
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150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
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
다.
    

    
한편, 제2 소스부호기 1511은 소스 사용자 데이터(2)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사용자 데이터(2)를 
부호화한다. 제2 비트삽입기 1512는 상기 부호화된 소스 데이터를 설정된 전송 레이트로 송신하기 위하여 상기 부호화
된 소스 데이터의 미리 결정된 위치에 미리 결정된 수의 아는 비트들을 삽입한다. 이때 상기 삽입되는 비트들의 수 및 
위치는 수신 장치들과 미리 약속되어야 한다. 제2 채널부호기 1513은 상기 제2 비트삽입기 1512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사용자 심볼(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2 채널부호기 1513은 터보부호기 또는 길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 레이트매칭기 1514는 상기 
제2 채널부호기 1513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2 레이트 매
칭기 1514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514는 상기 반복기 및 천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51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51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
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 1514는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사용자 심볼을 반복하
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
다.
    

상기에서 제1 비트 삽입기 1502 및 제2 비트 삽입기 1512에서 삽입하는 비트의 개수는 사용자 데이터(1) 및 사용자 
데이터(2)의 서비스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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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 소스부호기 1521은 소스 제어 데이터를 입력하며, 설정된 방식으로 입력된 소스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한다. 
제3 채널부호기 1522는 상기 제3 비트삽입기 1521의 출력을 입력하며,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설정된 부호율(coding 
rate)로 부호화하여 정보 심볼 및 패리티심볼들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제3 채널부호기 1522는 터보부호기 또는 길
쌈 부호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 레이트매칭기 1523은 상기 제3 채널부호기 1522에서 출력되는 심볼 데이터를 전송 
채널의 심볼 레이트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523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반복하는 반복기와, 상
기 반복된 심볼 데이터를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523은 상기 반복기 및 천
공기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523은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
기 제어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 레이트 매칭기 1523은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
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
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3레이트 매칭기 1523은 부호화된 제어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
우,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이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레이트 매칭된 사용자 데이터 심볼과 제어 데이터 심볼은 멀티플렉서 1505에서 멀티플렉싱이 된 후 채널 레이트 
매칭기 1506에서 채널 심볼 레이트로 조정된 다음 채널 인터리버 1507에서 상기 채널 레이트로 조정된 심볼 데이터들
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변조기 1508은 상기 인터리빙된 채널 심볼 데이터들을 변조하여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 1
508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변조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송신기 1509는 상기 변조된 송신 데이터를 RF
신호로 변환하여 송출한다.
    

    
상기에서, 채널 레이트 매칭기 1506은 멀티플렉서 1505로부터의 출력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출력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 1506은 멀티플렉서 1505로부터의 심
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출력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하는 반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 1506은 상기 출력 심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출
력 심볼을 반복하여 주어진 채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출력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
볼이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로 구현될 수 있다.
    

    
도 16은 도 15의 채널 부호기를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수신부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전송채널로부터 수신된 신호
는 복조기 1602를 거쳐 복조가 된 다음 채널 디인터리버 1603을 거친후 채널 레이트 디매칭기 1605에서 심볼 결합 혹
은 삽입이 먼저 이루어진 후 디멀티플렉서 1605에서 디멀티플렉싱된다. 디멀티플렉싱된 사용자 데이터는 제1 레이트 
디매칭기 1606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1 채널 복호기 1607로 입력된다. 제1 채널 복호기 1607에서 복호
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13의 제1 비트 삽입기 1502에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1 비트 천공기 1
608에서 송신측의 제1 비트 삽입기 150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제거한 뒤 제1 소스 복호기 1609로 전달
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사용자 데이터로 출력된다.
    

한편 디멀티플렉싱된 또 다른 사용자 데이터는 제2 레이트 디매칭기 1616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2 채널 
복호기 1617로 입력된다. 제2 채널 복호기 1617에서 복호된 데이터에는 상기 도 15의 제2 비트 삽입기 1512에서 삽
입한 비트 개수만큼 추가되어 있으므로 제2 비트 천공기 1618에서 송신측의 제2 비트 삽입기 1512에서 임의로 삽입한 
비트 개수만큼 제거한 뒤 제2 소스 복호기 1619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사용자 데이터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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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멀티플렉싱된 제어 데이터는 제3 레이트 디매칭기 1626에서 심볼 결합 혹은 삽입을 거쳐 제3 채널 복호기 16
27로 입력된다. 제3 채널 복호기 1627에서 복호된 데이터는 제3 소스 복호기 1629로 전달되어 소스 복호화가 된 후 
제어 데이터로 출력된다.

상기 도 16의 채널 복호기 1607,1617,1627은 길쌈 부호인 경우에는 비터비 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터보 부호
인 경우에는 연판정 반복복호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도 9, 도 11, 도 13 및 도 15의 송신부 구조에서 각각의 사용자 데이터와 제어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레이트 매칭
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도 9를 예로 들면 제1 레이트 매칭기만 심볼 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심볼 천공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도 10의 수신부 구조에서는 제1 레이
트 디매칭기만 동작을 하게된다. 상기 도 9의 예에서 제2 레이트 매칭기만 심볼 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1 레이트 매
칭기는 상기 심볼 천공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도 10의 수신부 구조에서는 제2 레이트 디매칭기만 
동작을 하게된다. 도 11, 도 13 및 도 15의 모든 레이트 매칭기들도 앞서 언급한 도 9의 예와 같이 동시에 레이트 매칭
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레이트 매칭(Rate Matching) 
장치에서 심볼 반복, 천공 및 심볼 반복 후 천공시 전체 시스템의 성능열화(degradation)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되는 정보 비트에 임의의 비트를 삽입하여 상기 비트 삽입된 정보 비트를 부호화한 뒤 채널 부호화된 심볼을 
반복 혹은 심볼 반복 후 천공하는 레이트 매칭 장치에서 단순히 심볼 혹은 심볼 반복 후 천공하는 방법보다 삽입된 비트
를 수신측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순환구조적 형태를 가지는 채널 부호기의 부호화된 심볼을 천공시 정보 비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천공을 하지 않고, 
나머지 패리티 비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천공함으로써 성능 열화(degradation)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순환구조적 형태를 가지는 채널 부호기의 패리티 비트를 천공시 동일 구성 부호기의 패리티 비트를 메모리 
개수만큼 연속적으로 천공하지 않고, 또한 동일한 시간에 발생된 각 구성 부호기의 패리티 비트 모두가 천공되지 않도
록 천공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성능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비트 삽입기와,

상기 비트 삽입된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심볼들을 발생하는 채널 부호기와,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레이트 매칭기와,

상기 레이트 매칭된 채널 심볼들을 인터리빙하는 채널 인터리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에 포함된 상기 삽입된 아는 비트들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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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정보 심볼들을 제외한 패리티 심볼들을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
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상기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되는 다수의 패리티 심볼들 중에서 특정 패리티 심볼만을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상기 채널부호기를 구성하는 구성부호기의 메모리 수만큼 연속되지 않도록 상기 패리
티 심볼들을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하나의 정보 심볼에 대응되는 상기 다수의 패리티 심볼들이 모두 천공되지 않도록 상
기 패리티 심볼을 선택적으로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부호화
된 심볼들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에 근접
하도록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정보 심볼들을 제외한 패리티 심볼들을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
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상기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되는 다수의 패리티 심볼들 중에서 특정 패리티 심볼만을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상기 채널부호기를 구성하는 구성부호기의 메모리 수만큼 연속되지 않도록 상기 패리
티 심볼들을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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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기는, 하나의 정보 심볼에 대응되는 상기 다수의 패리티 심볼들이 모두 천공되지 않도록 상
기 패리티 심볼을 선택적으로 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13.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사용자 데이터들 각각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제1 비트 삽입기들과,

상기 비트 삽입된 각 사용자 데이터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들을 발생하는 제1채널 부호기들과,

상기 사용자 심볼들을 각각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제1 레이트 매칭기들과,

소스 제어 데이터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제2 비트 삽입기와,

상기 비트 삽입된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제어 심볼을 발생하는 제2채널 부호기와,

상기 제어 심볼을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제2 레이트 매칭기와,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들의 출력과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의 출력을 멀티플렉싱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채널 레이트 매칭기와,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의 출력 심볼들을 채널단위로 인터리빙하는 채널 인터리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
호화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각각은,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각각은,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
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각각은,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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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
어 심볼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
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
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3.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사용자 데이터들 각각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제1 비트 삽입기들과,

상기 비트 삽입된 각 사용자 데이터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들을 발생하는 제1채널 부호기들과,

상기 사용자 심볼들을 각각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제1 레이트 매칭기들과,

소스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제어 심볼을 발생하는 제2채널 부호기와,

상기 제어 심볼을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제2 레이트 매칭기와,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들의 출력과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의 출력을 멀티플렉싱하는 멀티플렉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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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채널 레이트 매칭기와,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의 출력 심볼들을 채널단위로 인터리빙하는 채널 인터리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
호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각각은,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각각은,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
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레이트 매칭기 각각은,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각 사용자 심볼들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각 사용자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각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
어 심볼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29.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제어 심볼을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제어 심볼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제어 심볼이 상기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
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30.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천공하는 천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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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
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반복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32.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레이트 매칭기는,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에 근접하도록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반복기와,

상기 반복된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천공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장치.

청구항 33.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과정과,

상기 비트 삽입된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심볼들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시키는 과정과,

상기 레이트 매칭된 채널 심볼들을 인터리빙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매칭 과정은,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큰 경우, 상기 부호화된 심
볼들에 포함된 상기 삽입된 아는 비트들을 천공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매칭 과정은,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반복하여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매칭 과정은,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수보다 작은 경우,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에 근접
하도록 상기 부호화된 심볼들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반복된 심볼들이 상기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천공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청구항 37.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사용자 데이터들 각각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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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트 삽입된 각 사용자 데이터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들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심볼들을 각각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하는 과정과,

소스 제어 데이터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과정과,

상기 비트 삽입된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제어 심볼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 심볼을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하는 과정과,

상기 매칭된 상기 사용자 심볼들과 상기 제어 심볼을 멀티플렉싱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플렉싱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하여 매칭된 채널 심볼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매칭된 채널 심볼을 채널단위로 인터리빙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청구항 38.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스 사용자 데이터들 각각에 미리 결정된 위치에 아는 비트들을 삽입하는 과정과,

상기 비트 삽입된 각 사용자 데이터들을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사용자 심볼들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심볼들을 각각 주어진 채널 사용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하는 과정과,

소스 제어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부호화된 제어 심볼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 심볼을 주어진 채널 제어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하는 과정과,

상기 매칭된 사용자 심볼들과 상기 매칭된 제어 심볼을 멀티플렉싱하는 과정과,

상기 멀티플렉싱된 심볼들을 주어진 채널 심볼 수와 동일하게 매칭하는 과정과,

상기 매칭된 채널 심볼들을 채널 단위로 인터리빙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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