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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현시, 동일 데이터

의 심볼이 멀티캐리어 수의 2배 이상 되도록 풀 레이트의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고, 다른 레이트들의 데이터가 풀 레이

트의 심볼수와 동일하도록 설정된 횟수로 반복 출력하거나, 또는 풀 레이트의 데이터가 멀티캐리어의 수의 적어도 2

배가 되도록 설정된 코딩레이트에 의해 복수 레이트의 데이터 들을 부호화한 후, 반복된 동일 데이터의 심볼이 각 캐

리어들에 적어도 2개 이상 분배되도록 인터리빙하여 각 캐리어에 인가한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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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부호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순방향 링크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에서 순방향 링크의 레이트 세트 1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순방향 링크 구조에서 IS-95 채널과 멀티 캐리어 채널이 같은 주파수 대역 위에 중첩

되어 운용될 경우 기지국 송신 전력의 세기를 IS-95 채널과 멀티 캐리어 채널 대역의 전력 세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도 3과 같은 운용되는 경우 특정 채널 대역에서 시스템의 송신 전력 한계 또는 송신 능력 한계로 인하여 IS-9

5 채널의 전력 세기가 커질 시 상대적으로 멀티 캐리어 채널의 캐리어가 작은 송신 전력을 갖게 됨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5는 상기 도 4와 같은 상태의 또 다른 예시를 하는 도면

도 6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순방향 링크의 구

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순방향 링크의 구

조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통신장치 및 그 구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 캐리어 정보의 전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방향링크 통신장치 및 그 구현방법에 관한 것이다.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방식의 통신시스템은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달과 수요의 증대에 따라 통신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른

가입자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방식들 중 순방향 링크(forwa

rd link)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들도 제안되고 있다.

상기 순방향 링크 구조의 개선 방법 중의 하나가 TIA/EIA TR45.5회의에서 제안된 제3세대 멀티 캐리어 CDMA 시스

템(3rd generation multicarrier CDMA system)의 기본 채널 순방향 링크 구조(fundamental channel forward link 

design)이다. 도 1은 멀티 캐리어 CDMA 순방향 링크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채널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and puncturing part)10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부호화 및 

천공하여 심볼로 출력한다. 이때 입력되는 데이터는 복수의 다른 비트 레이트(bit rate)를 갖는 데이터이다. 반복기(s

ymbol repetition part)20은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를 입력하며, 다른 레이트를 갖는 심볼들을 동일한 심볼 레이트를 

갖도록 반복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interleaver)30은 상기 반복기20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30은 블럭 인터리버(block interleaver)를 사용할 수 있다.

롱코드 발생기(long code generator)91은 가입자 측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롱코드를 발생한다. 여기서 상기 롱

코드는 각 가입자의 고유한 식별 코드로써 가입자 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데시메이터(decimator)92는 상기 데이터 

레이트와 일치하도록 상기 롱코드를 데시메이션하여 출력한다. 혼합기93은 상기 인터리버30의 출력과 상기 데시메

이터92의 출력을 혼합하여 출력한다.

역다중화기(demultiplexer)40은 상기 혼합기9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각 캐리어에 순차적으로 다중화하여 출력한

다. 제1레벨변환기51-제3레벨변환기53은 상기 역다중화기40에서 출력되는 바이나리 데이터(binary data)를 4 레벨

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레벨변환기(binary to 4 level converter)51-53은 2레벨의 데이터를 4레벨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월시부호기61-제3월시부호기63은 각각 대응되는 제1레벨변환기51-제3레

벨변환기53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월시부호(walsh code)에 의해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월시부호는 코드 길이

256을 사용한다. 제1변조기71-제3변조기73은 각각 대응되는 제1월시부호기61-제3월시부호기63의 출력을 입력하

여 변조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변조기71-73은 QPSK변조기(Quad Phase Shift Keying spreader)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감쇄기81-제3감쇄기83은 각각 대응되는 제1변조기71-제3변조기73의 출력을 입력하며, 각각 대응되는 감쇄제

어신호Ga-Gc에 의해 입력되는 변조신호의 이득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제1감쇄기81-제3감쇄기83에서 출

력되는 신호는 각각 다른 캐리어신호로써 멀티캐리어가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도 1과 같은 구조를 갖는 순방향 링크 구조는 입력 데이터를 1/3 레이트의 채널부호기10에서 비트 

당 3비트의 부호화 데이터(forward error correction code)를 발생하고, 이렇게 부호화된 데이터를 반복기20과 인

터리버30을 거친후 3개의 멀티 캐리어에 나누어 전송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상기 도 1의 멀티 캐리어 CDMA 순방

향 링크 구조는 입력 데이터를 부호화 및 인터리빙한 후 역다중화시켜 3개의 캐리어에 나누어 전송한다.

도 2는 상기 채널부호기10, 반복기20 및 인터리버30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써, 제1레이트의 데이터가 172비트

(full rate)이고, 제2레이트의 데이터가 80 비트(1/2 rate)이며, 제3레이트가 40비트(1/4 rate)이고, 제4레이트가 16

비트(1/8 rate)인 예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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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2를 참조하면, CRC발생기111-114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각각 대응되는 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이

때 제1레이트의 172비트 데이터에는 12비트의 CRC를 부가하고, 제2레이트의 80비트 데이터에는 8비트의 CRC 데

이터를 부가하며, 제3레이트의 40비트 데이터에는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고, 제4레이트의 16비트 데이터에

는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테일비트 발생기121-124는 상기 CRC가 부가된 데이터들의 각각에 대하여 8비

트의 테일비트들을 부가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제1테일비트발생기121의 출력은 192비트가 되며, 제2테일비트발생

기122의 출력은 96비트가 되고, 제2테일비트 발생기123의 출력은 54비트가 되며, 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의 출력은

30비트가 된다.

제1부호기11-제4부호기14는 각각 대응되는 제1테일비트 발생기121-제4테일비 트 발생기124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되는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11-14는 구속장 k=9이며 레이트 R=1/3인 길쌈 부호기

(convolutional 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제1부호기11은 상기 제1테일비트 발생기121에서 출력

되는 192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576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는 풀 레이트(full rate)가 된다. 상기 제2

부호기12는 상기 제2테일비트 발생기122에서 출력되는 96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288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

의 레이트는 풀 레이트의 1/2이 된다. 상기 제3부호기13은 상기 제3테일비트발생기123에서 출력되는 54비트의 데이

터를 부호화하여 162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약 1/4 이 된다. 상기 제4부호기14은 상기 제4

테일비트발생기124에서 출력되는 30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90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1/8이 된다.

반복기22-24는 풀 레이트의 데이타로 만들기 위하여 상기 제2부호기12-제4부호기14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대응

되는 설정 횟수로 각각 반복 출력한다. 그리고 심볼제거기27-28은 상기 반복기22-24에서 심볼 반복시 풀 레이트 이

상으로 반복되는 심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반복기22-24는 각각 수신되는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여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로 조정하며, 상기 심볼제거기27-28은 조정된 심볼의 수가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를 초

과할 시 풀 레이트의 심볼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심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제2부호기12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11에서 출력되는 576의 1/2인 288 심볼이므로, 상기 제2반복기22는 수신되는 심볼

들을 2회 반복하여 576 심볼로 조정하여 출 력한다. 또한 상기 제3부호기 12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1

1에서 출력되는 576의 약 1/4인 162 심볼이므로, 상기 제3부호기23은 수신되는 심볼들을 4회 반복하여 648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648 심볼은 상기 풀 레이트 576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3심볼제거기27은 

매 9번째 심볼을 제거하여 576의 풀 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4부호기14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11에서 출력되는 576의 약 1/8인 90 심볼이므로, 상기 제4반복기24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8

회 반복하여 720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720 심볼은 상기 풀 레이트 576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

하여 제4심볼제거기28은 매 5번째 심볼을 제거하여 576의 풀 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31-34는 각각 상기 제1부호기11, 제2반복기22, 제3심볼제거기27, 제4심볼제거기28에서 출력되는 풀 레이

트의 심볼 들을 블럭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심볼 반복은 풀 레이트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각 캐리어 A, B, C는 1.

2288MHz(이하 1.25MHz로 한다)의 대역 폭을 가지며, IS-95의 3개 채널 대역폭 크기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3개

의 캐리어들은 모두 3.6864MHz로서 약 5MHz의 대역폭을 갖게 되며, 상기 IS-95의 3개 채널 크기와 동일하다.

상기와 같은 FEC(Forward Erroi Correction)의 사용은 채널에 부호화 이득(coding gain)을 주어 SNR(Signal to No

ise Ratio)이 작은 채널에 대하여 수신 단(mobile station)의 BER(Bit Error Rate)을 충분히 작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상기 멀티 캐리어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는 기존의 IS-95의 순방향 링크 채널과 함께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는 중

첩 방식(overlay method)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현재 제안된 방식 중의 하나는 IS-95 CDMA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3개의 1.25MHz 대역폭들 위에 멀티 캐리어 시스

템의 3개의 순방향 링크 캐리어들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도 3은 상기 두 시스템(IS-95와 3rd generation s

ystem)에 대한 기지국(base station)의 송신 전력 크기를 각 대역 단위로 도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중첩 구조에서

는 기존의 IS-95 주파수 대역 위에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이 중첩되므로, 서로 같은 대역 내의 기지국 송

신 전력 또는 채널 능력(channel capacity: 이하 전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를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두 시스템이

송신 전력을 공유하는 경우, 음성 위주의 IS-95 채널에 필요한 기지국 송신 전력을 할당해주고 나면, 해당하는 1.25

MHz 대역을 같이 멀티 캐리어 CDMA 시스템의 각 캐리어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 설정된다. 이때 상기 최대 

전력은 일정한 전력 크기에서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이는 기지국의 송신 전력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너무 

많은 가입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면 간섭(interence)이 증가되어 잡음(noise)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상기 도 3은 각 

기지국이 1.25MHz 주파수 대역에서 IS-95 시스템과 멀티 캐리어 시스템이 가입자에 할당할 수 있는 송신 전력이 동

일하다고 가정한 상태를 도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도 3은 IS-95 시스템과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 전력이 적절

하게 이루어진 상 태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1.25MHz 대역의 IS-95 채널도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 수의 변화나 가입자들의 음성 액티비티(voice act

ivity)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지국 송신 전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멀티 시스템의 경우 각 캐리어 마다 할당되는

송신 전력이 변하게 된다. 도 4 및 도 5와 같이 IS-95 가입자의 사용이 급증하여 IS-95의 송신 전력이 커지면 멀티캐

리어 시스템의 캐리어를 출력하기 위한 송신전력이 작아짐을 도시하고 있다. 이런 결과 멀티 캐리어 중 어느 한 캐리

어 또는 그 이상의 캐리어가 충분한 송신 전력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면, 수신단에는 상기 SNR이 캐리어 마다 매우 크

게 차이가 나게되고, 이로인해 상기 SNR이 낮은 캐리어에서 수신되는 신호는 BER이 높아지게 된다. 즉, 상기 IS-95 

시스템의 가입자 수가 많고 음성 액티비티도 높은 상황에서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캐리어로 전송된 신호의 

BER이 높아져서 시스템의 능력의 저하와 함께 IS-95 가입자들에게는 IS-95 단독의 환경에서 보다 더 많은 간섭을 

주게된다. 상기와 같이 중첩 구조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차세대 멀티 캐리어 시스템의 능력 저하와 IS-9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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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에 대한 간섭의 증가를 야기시키게 된다.

상기 멀티캐리어 시스템에서 3개의 캐리어가 모두 독립적으로 송신 전력을 갖게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도 4와 도 5는 상기와 같은 예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 및 도 5에 대한 성능(performance) 측면에서 살펴보

면, 상기 도 4의 성능은 1/2 레이트 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발생되고, 도 5의 경우에는 부호화하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이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5MHz 대역/3 캐리어를 사용하는 멀티 캐리어 시스템에서 1/3 레이트 FEC를 사용하면, 풀 레이트 

기본 채널의 경우에 한개의 캐리어에 부호화된 비트가 하나씩 할당되므로, 각 캐리어마다 전달하는 비트는 동일하지 

않다. 이런 경우, 캐리어의 저하(degradiation)로 인해 3개의 부호화된 비트 중에서 1개의 비트 또는 2개의 비트를 얻

지 못하게 되면 성능의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동일 주파수 대역에 복수의 시스템 송신신호를 중첩시켜 출력하는 시스템에서 송신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방향 링크 구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에서 간섭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캐리어들의 정보 손실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방향 링크 구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복수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동일 주파수에 중첩시켜 출력하는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

현시 멀티 캐리어 시스템의 모든 레이트에 대한 부호화 데이터들을 설정횟수로 반복시킨 후 각 캐리어들에 겹치지 않

게 배정하여 순방향 링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 캐리어와 IS-95 방식의 송신 신호를 동일 주파수에 중첩시켜 출력하는 통신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현시 부호기들의 레이트 율을 조정하여 부호화된 비트를 발생한 후 반복기를 거친 동일 데이터의 심볼

들 (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용어 해설 참조) 이 각 캐리어들에 비슷한 수로 인가되며 동일 심볼들이 최대한 같은 케리

어에 인가되지 않게 배정하여 순방향 링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참조).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르면, 동일 주파수 대역에 IS-95 및 멀티캐리어의 시스템의 송신

신호를 중첩시켜 출력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현시 또는 주파수 영역의 중첩없이

사용되는 멀티 케리어 부호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의 순방향 링크구현시,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 수가 멀티캐리어 수의 

2배 이상되도록 풀 레이트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고, 다른 레이트의 데이터가 풀 레이트의 심볼 수와 동일하도록 설정

된 횟수로 반복 출력하거나 또는 풀 레이트의 데이터가 멀티캐리어 수의 적어도 2배가 되도록 설정된 코딩 레이트 (즉

1/6 이하 레이트)에 의해 복수 레이트의 데이터들을 부호화한 후에, 반복된 동일 심볼이 각 캐리어들에 최대한 균등 

분배되로록 인터리빙하여 각 캐리어에 인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IS-95 방식과 멀티 캐리어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두 방식의 송신신호를 동일 주파수 대역에 중첩시

켜 송신할 시, 1/3 레이트 보다 낮은 레이트의 부호화된 비트를 발생하거나 풀 레이트의 부호화된 비트 정보를 반복하

므로써, 각 멀티 캐리어들에 들어기는 비트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배정하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두개의 이상의 캐리

어에 동일한 부호화된 비트들이 배정되므로써, 수신시 어느 한 캐리어의 간섭이 심한 경우에도 다른 캐리어들을 통해

전송되는 부호화된 비트들을 처리하면 되므로, 멀티 캐리어 방식의 순방향 링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들면 풀 레이트의 경우, 1/3 레이트로 부호화된 비트를 2회 반복하면 bi,bj(i,j=1,2,3)가 발생되어지고, 각 캐리어

들에 전송하는 비트들을 bi, bj 두개라고 가정하면, i=j인 경우를 피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으로 순방향 링크를 구현한다

. 이것은 어떤 종류의 블럭 인터리버에 의하여 구현 가능하며, 이와 같은 예는 하기의 <표 1>-표<6>에서 표시한다. 

또한 1/6 레이트 부호기를 사용하면 상기보다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하기의 설명에서 ' 심볼' 이라는 용어는 부호기에서 출력되는 부호화된 데이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 레이트' 라는 용어는 입력 데이터의 전송 율(data rate)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4개의 전송 레

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 코딩 레이트'라는 용어는 부호기에서 입력 데이터를 심볼로 부호화하는 부호화 율을 의미하

는 용어이다.

또한 ' 동일 데이터의 심볼' 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입력 데이터를 부호기 및(또는) 반복기를 통해 출력된 심볼들을 의

미한다. 예를들면 부호기가 1/3 코딩 레이트를 가지며 반복기가 2회 반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입력 데이터

는 부호기를 통해 3개의 심볼로 부호화되고 반복기에서 2회 반복되어 6개의 심볼로 발생된다. 이런 경우 상기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은 6개 됨을 의미한다. 또한 부호기가 1/6 코딩레이트를 갖고 반복기를 사용하지 않는 풀 레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동 일 데이터의 심볼들은 6개가 된다.

그리고 ' 균등' 이라는 용어는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이 각각의 캐리어에 가급적 (동일데이터의 심볼들의 수/ 캐리어 

수의 값) 만큼 분배되도록 인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균등 분배의 의미는 3개의 멀티 캐리어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동일 데이터의 심볼이 6개일 시 각 캐리어에 두

개 씩 고르게 분배됨을 의미하며, 동일 데이터의 심볼이 23개일 시 각 캐리어들에 인가되는 심볼 수가 가급적 7개 이

상 됨을 의미한다. 또한 균등 분배시 각 캐리어에 인가되는 심볼들이 ba, bb, bc, bd, . . . . .인 경우, 상기 심볼들 중에

겹치지 않는 심볼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등록특허  10-0396507

- 5 -

도 6은 부호기10의 레이트(encoding rate)를 조정하여 성능을 개선한 순방향 링크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 7

은 반복기20의 반복 횟수를 조정하여 성능을 개선한 순방향 링크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도면으로써, 멀티 캐리어 CDMA 순방향 링크의 구조에서 채널부호기210, 

반복기220 및 인터리버230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상기 도 1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참조부호도 동일하다. 상기 

도 6에서는 멀티 캐리어의 종류가 3개이고, 부호기210의 코딩 레이트를 1/6이며, 풀 레이트의 데이터가 172이고 4개

의 레이트를 갖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의 순방향 링크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순방향 링크 구

조는 멀티 캐리어의 수, 코딩 레이트 및 전송 레이트의 수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CRC발생기111-114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각각 대응되는 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이

때 제1레이트의 172비트 데이터에는 12비트의 CRC를 부가하고, 제2레이트의 80비트 데이터에는 8비트의 CRC 데

이터를 부가하며, 제3레이트의 40비트 데이터에는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고, 제4레이트의 16비트 데이터에

는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테일비트 발생기(tali bit generator)121-124는 상기 CRC발생기111-114의 출력의 각각에 대하여 8비트의 테일비

트들을 부가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제1테일비트발생기121의 출력은 192비트가 되며, 제2테일비트 발생기122의 출

력은 96비트가 되고, 제2테일비트 발생기123의 출력은 54비트가 되며, 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의 출력은 30비트가 

된다.

제1부호기211-제4부호기214는 각각 대응되는 제1테일비트 발생기121-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의 출력을 입력하며

, 수신되는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211-214는 구속장 k=9이며 레이트 R=1/6인 길쌈 부

호기(convolutional 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제1부호기211은 상기 제1테일비트 발생기121에서 

출력되는 192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1152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full rate)가 된다. 상기

제2부호기212 는 상기 제2테일비트 발생기122에서 출력되는 96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576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1/2이 된다. 상기 제3부호기213은 상기 제3테일비트 발생기123에서 출력되는 54비트

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324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약 1/4이 된다. 상기 제4부호기214는 

상기 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에서 출력되는 30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180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1/8이 된다.

반복기222-224는 상기 풀 레이트의 레이트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2부호기212-제4부호기214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대응되는 설정 횟수로 각각 반복 출력한다. 그리고 심볼제거기227-228은 상기 반복기223-224

에서 심볼 반복시 풀 레이트 이상으로 반복되는 심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반복기222-224는 각각 

수신되는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여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로 조정하며, 상기 심볼제거기227-228은 조정된 심볼의 

수가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를 초과할 시 풀 레이트의 심볼 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심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따라서 상기 제2부호기212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211에서 출력되는 1152 심볼의 1/2 크기인 5

76 심볼이므로, 상기 제2반복기222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2회 반복하여 1152 심볼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3부호기213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211에서 출력되는 1152 심볼의 약 1/4인 324 심볼이므로, 상기 

제3부호기323은 수신되는 심볼들을 4회 반복하여 1296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1296 심볼은 상기 풀 레이트 11

52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3심볼제거기227은 매 9번째 심볼을 제거하여 1152의 풀 레이트 심

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4부호기214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211에서 출력되는 115

2의 약 1/8인 180 심볼이므로, 상기 제4반복기224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8회 반복하여 1440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1440 심볼은 상기 풀 레이트 1152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4심 볼제거기228은 매 5번째 

심볼을 제거하여 1152의 풀 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231-234는 각각 상기 제1부호기211, 제2반복기222, 제3심볼제거기227, 제4심볼제거기228에서 출력되는

풀 레이트의 1152 심볼을 인터리빙하여 동일 심볼들이 각각 다른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

버231-234는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을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시켜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발명의 실

시예에서는 블럭 인터리버, 랜덤 인터리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을 각 캐리어에 최대한 겹

침없이 균등하게 할당하려면 특별한 블럭 인터리버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 예를 하기의 <표 1>-<표 6>에 보인다. 아

래에 보이는 인터리버는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이 각 케리어에 최대한 고른 수로 인가되며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 중 

반복기에 의하여 반복된 동일 심볼들을 최대한 다른 케리어에 인가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1/6 레이트 FEC를 쓰는 경우, 상기 부호기211-214는 각각 입력되는 데이터를 부호화여 동일

한 6개의 심볼들을 발생하며, 인터리버231-234는 이런 심볼들을 각 균등하게 배정하여 각 캐리어들에 인가한다. 이

런 경우 풀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 캐리어 동일 심볼들이 균등하게 할당되어 전송되므로, 수신측에서 처리시 

일부 캐리어의 간섭에 의해 데이터 복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양호한 품질의 캐리어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

하여 송신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즉, 대역폭이 5MHz이고 3개의 캐리어를 사용하는 멀티 캐리어 시스템에서 1/6 레이트 부호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제1부호기211에서 출력되는 동일 심볼은 6개가 되며 인터리버231은 이런 심볼들이 각 캐리어들에 2개씩 인가되도

록 균등하게 배정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2반복기222에서 출력되는 동일 심볼은 12개 되며 인터리버232는 이런

심볼들이 각 캐리어들에 4개씩 인가되도록 균등하게 배정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제3심볼제거기227에서 출력되는 동

일 심볼은 23 또는 24개가 되며 인터리버233은 이런 심볼들이 각 캐리어에 최소한 7개 이상 인가되도록 균등하게 배

정하여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제4심블제거기228에서 출력되는 동일 심볼은 47 또는 48개가 되며 인터리버234

는 이런 심볼들이 각 캐리어에 최소한 15개 이상 인가되도록 균등하게 배정하여 출력한다.

상기와 같은 경우, 상기 도 4와 같이 2개의 캐리어에서만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1/4 레이트 FEC 정도의 성능을 

갖게된다. 또한 이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도 5와 같이 1개의 캐리어에서만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에도 1/2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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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FEC 정도의 성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도 6과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와 같은 순방향 링크를 구조

를 사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캐리어가 정상적이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된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도면으로써, 멀티 캐리어 CDMA 순방향 링크의 구조에서 부호기310, 반복

기320 및 인터리버330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상기 도 1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참조부호도 동일하다. 상기 도 7

에서는 멀티 캐리어의 종류가 3개이며, 부호기310의 코딩 레이트를 1/3이고, 풀 레이트의 데이터가 172이고 4개의 

레이트를 갖는 데이터를 입력하며, 심볼의 반복 횟수가 IS- 95 방식의 두배인 경우의 순방향 링크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순방향 링크 구조는 멀티 캐리어의 수, 코딩 레이트 및 레이트의 수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CRC발생기111-114는 입력되는 데이터에 각각 대응되는 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이

때 제1레이트의 172비트 데이터에는 12비트의 CRC를 부가하고, 제2레이트의 80비트 데이터에는 8비트의 CRC 데

이터를 부가하며, 제3레이트의 40비트 데이터에는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하고, 제4레이트의 16비트 데이터에

는 6비트의 CRC 데이터를 부가한다.

테일비트 발생기121-124는 상기 CRC발생기111-114의 출력의 각각에 대하여 8비트의 테일비트들을 부가하여 출

력한다. 따라서 제1테일비트발생기121의 출력은 192비트가 되며, 제2테일비트 발생기122의 출력은 96비트가 되고,

제2테일비트 발생기123의 출력은 54비트가 되며, 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의 출력은 30비트가 된다.

제1부호기311-제4부호기314는 각각 대응되는 제1테일비트 발생기121-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의 출력을 입력하며

, 수신되는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311-314는 구속장 k=9이며 레이트 R=1/3인 길쌈부

호기(convolutional encoder)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제1부호기311은 상기 제1테일비트 발생기121에서 

출력되는 192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576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full rate)가 된다. 상기 

제2부호기312 는 상기 제2테일비트 발생기122에서 출력되는 96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288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1/2이 된다. 상기 제3부호기313은 상기 제3테일비트 발생기123에서 출력되는 54비트

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162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약 1/4이 된다. 상기 제4부호기314은 

상기 제4테일비트 발생기124에서 출력되는 30비트의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90 심볼로 출력하며, 이때의 레이트를 풀

레이트의 약 1/8이 된다.

반복기321은 상기 풀 레이트의 동일한 심볼을 각 캐리어들에 2개씩 균등하게 배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1부호기311

에서 출력되는 576 심볼을 2회 반복하여 1152 심볼로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2반복기322 및 제4반복기324는 상

기 풀 레이트의 1152 심볼들의 레이트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상기 제2부호기312-제4부호기314에서 출력되

는 심볼들을 대응되는 설정 횟수로 각각 반복 출력한다. 그리고 심볼제거기327-328은 상기 반복기322-224에서 심

볼 반복시 풀레이트 이상으로 반복되는 심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상기 반복기322-224는 각각 수신되는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여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와 동일하게 조정하며, 상기 심볼제거기327-228은 조정된 심볼의 

수가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를 초과할 시 풀 레이트의 심볼 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심볼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따라서 상기 제2부호기312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311에서 출력되는 576 심볼의 1/2 크기인 28

8 심볼이므로, 상기 제2반복기322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4회 반복하여 1152 심볼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

3부호기313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311에서 출력되는 576 심볼의 약 1/4인 162 심볼이므로, 상기 제3

부호기323은 수신되는 심볼들을 8회 반복하여 1296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기 1296 심볼은 상기 풀 레이트 1152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3심볼제거기327은 매 9번째 심볼을 제거하여 1152의 풀 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4부호기314에서 출력되는 심볼의 수는 제1부호기311에서 출력되는 576의 

약 1/8인 180 심볼이므로, 상기 제4반복기324는 수신되는 심볼들을 16회 반복하여 1440 심볼로 조정한다. 이때 상

기 1440 심볼은 상기 풀 레이트 1152 심볼 보다 많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4심볼제거기328은 매 5번째 심볼

을 제거하여 1152의 풀 레이트 심볼 수로 조정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331-234는 각각 상기 제1반복기321, 제2반복기322, 제3심볼제거기327, 제4심볼제거기328에서 출력되는

풀 레이트의 1152 심볼을 인터리빙하여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을 각각 다른 캐리어에 균등 분배한다. 상기 인터리버3

31-334는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을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시켜주는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상기 인터리버3

31-334는 블럭 인터리버, 랜덤 인터리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동일 출력 심볼들이 각 캐리어에 최대한 겹침없

이 할당되려면 변형된 블럭 인터리버의 사용이 필요하다. 그예를 하기의 <표 1>-<표 6>에 보인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1/3 레이트 FEC를 쓰는 경우, 상기 부호기311-214는 각각 입력되는 데이터를 부호화하는데,

동일 데이터에 대하여 3개의 심볼들을 발생하며, 풀 레이트 기본 채널의 경우 하나의 부호화된 데이터가 하나의 캐리

어에 할당되므로, 각 캐리어들에 동일하게 부호화된 데이터를 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 상기 도 4 및 도 5에 도

시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제2실시예에서는 1/3 레이트 이상

의 부호화나 풀 레 이트의 정보 비트들에 대하여 1/3 레이트 부호기의 출력을 반복하여 출력하고, 인터리버에서 각 캐

리어들에 인가되는 부호화된 데이터들이 겹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정한다. 이런 경우 풀 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 각 캐리어 동일 심볼들이 균등하게 할당되어 전송되므로, 수신측에서 처리시 일부 캐리어의 간섭에 의해 데이터 

복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양호한 품질의 캐리어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송신 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예를들어, 대역폭이 5MHz이고 3개의 캐리어를 사용하는 멀티 캐리어 시스템에서 1/3 레이트 부호기를 사용할 시, 풀

레이트의 경우 1/3 레이트로 부호화된 3비트(b1,b2,b3)을 반복시키면 bi,bj(i,j=1,2,3,)이 만들어지게 되고, 각 캐리어

에 송신되는 비트들을 bi, bj 두개라고 하면 i=j인 경우를 피하도록 인터리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즉, 상기 제1부호

기311에서 출력되는 동일 심볼은 3개가 되고, 이로인해 상기 제1반복기321에서 출력되는 동일 심볼은 6개되며, 인

터리버331은 6개의 동일 심볼들이 각 캐리어들에 2개씩 인가되도록 균등하게 배정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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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상기 도 4와 같이 2개의 캐리어에서만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1/4 레이트 FEC 정도의 성능을 

갖게된다. 또한 이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도 5와 같이 1개의 캐리어에서만 정보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에도 1/2 레이

트 FEC 정도의 성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도 7과 같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와 같은 순방향 링크를 구조

를 사용하면, 적어도 하나의 캐리어가 정상적이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된다.

여기서 하기의 <표 1>-<표 6>은 코딩 레이트가 1/3이고 부호화된 데이터를 본 발명의 조건에 따라 각 캐리어에 균등

하게 분배하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입력 데이터는 풀 레이트의 172비트인 경우를 예로하고 있다. 여기서 <표

1>은 상기 제1부호기311이 풀 레이트의 입력 데이터를 부호화한 심볼들의 배열을 도시하는 테이블이다. 그리고 <표 

2>는 제1반복기321이 <표 1>과 같은 심볼 배열을 갖는 제1부호기311을 출력을 2회 반복하여 출력하는 심볼들의 배

열을 도시하는 테이블이다. 또한 <표 3>은 상기 인터리버331에서 <표 2>와 같이 출력되는 제1반복기321의 출력을 

캐리어 A, B, C에 분배할 시, 각 캐리어들에 동일 데이터의 심볼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조정된 인터리버331 내의

심볼 배열을 도시하는 테이블이다.

그리고 <표 4>는 상기 인터리버331에서 캐리어 A에 분배되어 출력되는 심볼들의 배열을 도시하고 있으며, <표 5>는

상기 인터리버331에서 캐리어 B에 분배되어 출력되는 심볼들의 배열을 도시하고 있고, <표 6>은 상기 인터리버331

에서 캐리어 C에 분배되어 출력되는 심볼들의 배열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표 4>-<표 6>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인터리버331은 각 캐리어 들에 심볼들을 분배할 시, 각 캐리어당 동일 데이터의 심볼을 두개씩 균등 분배함을 알 

수 있다.

[표 1] <부호화된 심볼들의 배열 :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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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볼(1/3 coding rate)들을 2회 반복한 배열: 1152 bits = 3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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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호화/반복된 심볼을 인터리버 내에서 행 변환(일종의 row permutation)한 배열: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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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 3>의 인터리버에서 역다중화기를 거쳐 캐리어 A에 전송되는 심볼들 : 1 × 384>



등록특허  10-0396507

- 21 -



등록특허  10-0396507

- 22 -



등록특허  10-0396507

- 23 -

[표 5] <표 3>과 같은 인터리버에서 캐리어 B에 전송하는 심볼들 : 1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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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 3>의 인터리버에서 캐리어 C에 전송하는 심볼들의 배열 : 1 × 384



등록특허  10-0396507

- 28 -



등록특허  10-0396507

- 29 -



등록특허  10-0396507

- 30 -

상기 <표 4>-<표 6>을 을 분석해 보면 각 케리어에 중복되는 반복된 심볼은 없으며 반복된 심볼들은 모두 서로 다른 

케리어로 배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코딩 레이트가 1/3 및 1/6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기 코딩 레이트가 1/3이하인 경우에 대

해서도 상기와 같은 반복기들의 반복 횟수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동일 데이터의 심볼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인터리버

들을 설 계하면, 상기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IS-95와 멀티 캐리어 시스템이 주파수 대역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예

를 들어 살펴보았지만, 주파수 대역을 중첩하여 사용하지 않는 멀티 캐리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다. 즉, 멀티 캐리

어들 중의 임의 캐리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캐리어 들에는 동일 데이터 심볼들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으

므로, 수신측에서는 수신되는 정보들을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내어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다. 이것은 코딩 게

인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안한 방법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주파수 중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캐리어 시스템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IS-95 시스템의 주파수

대역 내의 로딩에 따라 각 캐리어 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송신 전력에 제한을 주게되고, 그 결과 하나의 캐리어 또

는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수신되는 정보를 손실할 수 있다. 1/3 레이트 FEC를 사용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

양한 상황에 대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 또는 제2 실시예에서 제안한 1/6 레이트 FEC 또는 1/3 레이트 FEC/반복 

구조는 가능한 정보 손실에 대하여 높은 부호화 이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전체적인 BER 악화를 감소시켜 

보다 좋은 시스템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및 제2실시예에서는 모두 5MHz 대역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멀티 캐리어 

시스템에서 배치(deploy) 가능한 10MHz, 20MHz(각각 6캐리어, 12캐리어) 등의 주파수 중첩 구조와 그외 5MHz의 

배수가 되는 멀티 캐리어 구조의 모든 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다. 상기 풀 레이트의 경우, 1/3 레이트 FEC와 심볼 반복

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모든 데이타 레이트에 1/6 레이트 FEC와 심볼 반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좋은 성능 향상을

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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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출력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현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비트들을 설정된 코딩레이트로 부호화하는 과정과,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 심볼들을 적어도 상기 멀티캐리어 수의 2배가 되도록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한 데이터의 반복된 심볼들이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인터리빙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의 통신방법.

청구항 2.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출력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의 통신 방법에 있어

서,

적어도 두 개의 다른 레이트들을 갖는 송신 데이터들을 설정된 코딩 레이트로 각각 부호화하여 각 레이트의 심볼들을

발생하는 과정과,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멀티캐리어 수의 적어도 2배가 되도록 풀 레이트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고, 다른 레이트

의 데이터 심볼들이 상기 풀 레이트 심볼수와 동일하도록 반복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한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인터리빙하여 각 캐리어들에 인가하는 과

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현 방법.

청구항 3.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출력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의 통신 방법에 있어

서,

풀 레이트의 데이터가 상기 멀티캐리어의 수의 적어도 2배가 되도록 설정된 코딩레이트에 의해 복수 레이트의 데이

터들을 부호화하여 심볼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각 레이트의 심볼들이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들의 수와 동일하게 되도록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동일한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인터리빙하여 상기 각 캐리어에 인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구현 방법.

청구항 4.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출력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의 통신장치에 있어

서,

설정된 코딩 레이트로 각각 대응되는 레이트의 데이터들을 각각 부호화하는 부호기들과,

상기 부호화된 풀 레이트의 심볼을 입력하는 반복기가 상기 멀티캐리어 수의 적어도 2배가 되도록 심볼들을 반복하

며, 나머지 레이트의 심볼들을 입력하는 반복기들이 상기 풀 레이트의 심볼 수와 동일한 심볼이 되도록 각각 대응되는

레이트의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는 상기 반복기들과,

상기 각 반복기들에서 출력되는 동일한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인터리빙하여 

각 캐리어들에 인가하는 인터리버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

크 장치.

청구항 5.
멀티캐리어 시스템의 송신신호를 출력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의 통신장치에 있어

서,

코딩레이트가 풀 레이트의 데이터를 상기 캐리어의 수에 적어도 2배가 되도록 설정되며, 각각 대응되는 레이트의 입

력 데이터를 상기 코딩레이트에 의해 부호화하는 부호기들과,

각각 대응되는 상기 부호기들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상기 풀 레이트의 부호기의 출력 심볼수와 동일하도록 반복 출

력하는 반복기들과,

상기 동일한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각 캐리어들에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인터리빙하여 상기 캐리어들에 인가하는 

인터리버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장치.

청구항 6.
아이에스-95와 동일 주파수 대역에 5MHz 단위의 3개 캐리어를 중첩하여 송신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캐리어 방식을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장치에 있어서,

1/3 코딩 레이트로 각각 대응되는 전송 레이트의 데이터들을 부호화하는 제1-제4부호기들과,

풀 레이트의 상기 제1부호기 출력 심볼들을 입력하는 제1반복기가 상기 플레이트 심볼들을 2회 반복 출력하며, 제2

반복기-제4반복기가 각각 대응되는 상기 부호기들의 출력 심볼들을 상기 제1반복기의 출력 심볼 수와 동일하게 반복

출력하는 상기 반복기들과,

상기 반복기들의 수에 대응되는 수로 구비되며, 상기 각 레이트의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3개 캐리어 각각에 

균등 분배되도록 상기 각 반복기들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상기 캐리어들에 인가하는 인터리버들로 구성됨을 특징으

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장치.

청구항 7.
아이에스-95와 동일 주파수 대역에 5MHz 단위의 3개 캐리어를 중첩하여 송신 신호를 출력하는 멀티캐리어 방식을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장치에 있어서,

제1-제4레이트를 갖는 데이터를 각각 각각 1/6 코딩레이트로 부호화 출력하는 제1-제4부호기들과,

각각 대응되는 상기 부호기들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상기 제1부호기의 제1 레이트 심볼수와 동일하도록 해당 레이

트의 심볼들을 반복 출력하는 반복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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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기 동일 데이터의 심볼들이 상기 각 3개 캐리어들에 균등 분배되도록 대응되는 상기 제1부호기 및 제2-제4반

복기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상기 캐리어들에 인가하는 인터리버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의 통신시스템의 순방향 링크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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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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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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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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