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6979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6

H04B 1/707
H04B 1/69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3년04월11일
10-0369794
2003년01월14일

(21) 출원번호 10-1997-0039200 (65) 공개번호 특1999-0016607
(22) 출원일자 1997년08월18일 (43) 공개일자 1999년03월15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번지

(72) 발명자 윤순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65번지 가락한라아파트 3동 407호
안재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본동 푸른마을 삼호아파트 109동 303호
강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7동 1499번지 용마동아아파트 102동 902호
김영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번지 선경아파트 12-1401
노종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번지 아름마을 419동 1701호
송홍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4동 1202호
정하봉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812동 602호
김제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그랜드빌 405동 304호

(74) 대리인 이건주

심사관 : 정재우

(54) 이동통신시스템의송신장치의대역확산신호발생장치및방법

요약

다수의 논리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대역확신신호를 발생하는 장치가, 일정한 비트율을 가지며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시분할 다중화하여 동일 채널로 출력하고, 변동 비트율을 가지며 가변적으로 송출되는 채
널들을 독립 채널로 출력하며, 다중화된 신호들 및 독립 채널의 신호를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한 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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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대역확산 방식을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a는 도 1의 논리채널데이타 발생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2b는 도 2a의 스크램블럭 구조를 도시하는 도
면

도 3a 및 도 3b는 도 1의 채널화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도 1의 IQ사상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도 1의 PN확산기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도 1의 기저대역 변조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논리채널데이타 발생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7b는 도 7a에서 스크램블러
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화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화기의 출력 특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IQ사상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역확산방식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채널들의 송신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직접 대역 확산(Direct Spread Spectrum: 이하 DSS라 칭한다) 방식의 통신 방식은 최근 부호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한다) 방식의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많은 송수신 방식이 연구되어 왔
다. 이중 동기 복조(Coherent Demodulation) 방식은 비동기 복조(Noncoherent Demodulation) 방식에 비하여 동일
한 프레임 오율(Frame Error Rate)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신호 대 잡음비가 작기 때문에 DSS 방식의 CDMA 이동 통신
의 가입자 수용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무선 통신 환경에서 동기 복조를 위해서는 수신신호가 통과한 다중 경로 채널의 경로별 복소 이득을 알아야한다. 상기 
복소 이득은 알아내는 방법은 결정 지향 방법(Decision Directed method)과 파일럿 보조 방법(pilot assite metho
d)이 있는데, 후자의 방법이 성능과 구현의 용이성 면에서 더 우수하므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상기 파일럿 보조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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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 Performance of Adaptive Match Filter Receivers Over Fading Multipath Channels" (Pahlava
n and Matthews, IEEE Trans on Comm., Vol 38 No. 12, Dec,1990, pp. 2106-2113)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파일럿 보조 방식은 파일럿 채널 방식(parallel probe method)과 파일럿 심볼 방식(serial probe method)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기 파일럿 채널 방식은 송신기에서 대역 확산된 정보를 가진 사용자 데이터 신호와 수신기 측에서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PN 시퀀스(Pseudo Random Noise sequence)로 대역 확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상기 
파일럿 심볼 방식은 수신기 측에 미리 알려진 데이터(pilot symbol)를 정보를 가진 사용자 데이터 신호 사이에 주기적
으로 삽입하고, 데이터나 파일럿 심볼 모두룰 동일한 심볼로 대역 확산하는 방식이다.
    

    
CDMA 방식의 무선 이동 통신을 위하여, 각 사용자는 음성 데이터(voice data), 제어 데이터(control data), 고속 데
이터 서비스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packet data) 등 여러 가지 이질적인 정보를 전송할 필요성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하나는 단말기 출력단의 피크 전력(peak power)에 있
어서, 평균 전력비를 되도록 작게해아 단말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시
간에 따른 단말기 출력의 변동이 너무 크게 단속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대하고 있는 장비에 오동
작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보청기나 심장 박동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상기 단말기의 단속
적인 동작에 의해 해당 장비가 오동작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출력의 단속성 문제 때문에 파일럿 심볼 
방식은 불리한 점이 있으며, 파일럿 채널 방식이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상기 파일럿 채널 방식은 PAR 면에
서 파일럿 심볼 방식에 비해 더 나쁜 특성을 갖고 있다.
    

도 1은 CDMA 셀룰라 통신 방식의 역방향 링크, 점 대 점(point-to-point)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에서 파일럿 신호
를 포함한 송신신호를 발생하기 위한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논리채널 데이타발생기111은 다수의 데이터 발생기들을 구비하며, 각각의 채널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스크램블(scramble)하여 출력한다. 채널화기113은 상기 논리채널 데이터발생기111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을 각 채널 간의 간섭이 작아지도록 처리한다. IQ사상기115는 상기 채널화기113에서 출력되는 채널화된 신호를 인페
이즈(inphase)와 쿼드러츄어페이즈(quadrature phase)로 사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N확산기117은 상기 IQ사상기
115의 출력을 의사잡음부호와 승산하여 대역확산한다. 기저대역변조기119는 상기 PN확산기117에서 출력되는 대역확
산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하여 변조한다. 주파수상승변환기121은 상기 기저대역변조기119의 출력을 입력하며, 변조
된 신호를 송신 레벨의 주파수로 상승시켜 무선 송신신호로 변환 출력한다.
    

도 2a는 상기 도 1의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111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2b는 도 2a의 스크램블러 구성을 도
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2a를 참조하면, 논리채널 데이터발생기111은 파일럿 데이터 발생기(pilot channel data generator)211, 제
어 데이터 발생기(control channel data generator)213, 음성 데이터 발생기(low speed traffic channel data gen
erator)215, 패킷 데이터 발생기(high speed traffic channel data generator)217로 구성된다. 상기 파일럿 데이터 
발생기211은 변조되지 않는 " 0" (또는 " 1" ) 데이터를 출력한다. 음성 데이터 발생기215는 변동 비트율(Variable 
Bit Rate:VBR) 보코더(vocoder)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상기 보코더에서 출력되는 음성데이타
는 길쌈 부호화기를 통해 부호화되고 인터리빙(interleaving) 비트열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상기 부호화된 음성 데이
터는 변동 비트율에 따라 1/2, 1/4, 1/8의 비트율(bit rate)로 출력되며, 이에 따라 한 비트의 지속시간이 2, 4, 8 배로 
늘어나게 된다. 상기 제어 데이터 발생기213에서 발생되는 제어 데이터는 상대 링크의 전력 제어를 위한 전력 제어 명
령과 기타의 제어 정보로 이루어진다. 패킷 데이터 발생기217은 상기 음성 데이터 발생기215의 최대 비트율 1-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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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수배의 출력 비트율을 갖는다.
    

    
상기 제어 데이터 발생기213, 음성 데이터 발생기215 및 패킷 데이터 발생기217에서 각각 출력되는 데이터들은 대응
되는 스크램블러219-223을 통해 스크램블된 후 출력된다. 도 2b는 상기 스크램블러219-223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
다. 상기 도 2b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기 스크램블러219-223의 스위치232는 데시메이터233 또는 0 데이터를 선택 
출력하며,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231은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발생기213-217의 출력과 상기 스위치232에 의해 선
택되는 데시메이터233의 출력(decimate by R) 또는 0데이타와 익스클루시브 오아 연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2b를 참조하면, 상기 제어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패킷 데이터는 모두 부호화 및 인터리빙된 데이터로서, 상기 
인터리빙된 데이터는 제2PN부호 시퀀스(Long Pseudo Random Noise code sequence)를 같은 비트율이 되도록 데
시메이팅한 후 발생된 데이터와 익스클루시브 오아 연산한다.

도 3a 및 도 3b는 상기 도 1의 채널화기113의 구성예들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도 3a는 파일럿 심볼 방식으로 구현된 
채널화기113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고, 도 3b는 파일럿 채널 방식으로 구현된 채널화기113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a를 참조하면, 레이트 어댑터(rate adaptor)311-317들은 각각 상기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111의 각 데이
터 발생기211-217의 출력에 대응되게 연결되며, 대응되는 데이터 발생기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전송율을 조정한다. 
신호변환기(signal mapping part)321-327은 각각 대응되는 상기 레이트 어댑터311-317의 출력에 연결되며, 레이
트가 조정된 데이터들에서 비트 0을 +1의 신호로 변환하고 비트 1을 -1의 신호로 변환한다. 승산기331-337은 각각 
대응되는 신호변환기321-327의 출력을 입력한 후, 각각 대응되는 채널진폭 제어신호A0-A3과 입력되는 변환신호를 
승산하여 출력한다. 다중화기(multiplexer)341은 상기 승산기331-337의 출력을 다중화 출력한다.
    

    
상기 도 3a와 같은 구성을 갖는 파일럿 심볼 방식의 채널화기113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파일럿 심볼 방식은 출력 C0
에서 각 데이터가 다중화(time multiplexing)되어 다른 시간을 점유하도록 하며, 점유 시간은 레이트 어댑터311-31
7에서 각 데이터 발생기211-217의 출력을 반복시키는 횟수를 달리하므로써 조정한다. 상기와 같이 레이트가 조정된 
데이터들은 각각 대응되는 신호변환기321-327에서 0과 1의 논리적인 데이터 채널에서 전송가능한 +1이나 -1의 신
호로 변환되고, 승산기331-337에서 상기 변환된 신호들은 각각 대응되는 채널진폭 제어신호 A0-A3과 승산되어 전
력 레벨이 결정된다.
    

    
상기 도 3b를 참조하면, 레이트 어댑터351-357들은 각각 상기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111의 각 데이터 발생기211-
217의 출력에 대응되게 연결되며, 대응되는 데이터 발생기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전송율을 조정한다. 신호변환기36
1-367은 각각 대응되는 상기 레이트 어댑터351-357의 출력에 연결되며, 전송율이 조정된 데이터들에서 비트 0을 +
1의 신호로 변환하고 비트 1을 -1의 신호로 변환한다. 월시부호 발생기(Walsh code generator)371-377은 각각 해
당하는 월시부호W0-W3을 발생한다. 승산기381-387은 각각 대응되는 신호변환기321-327과 월시부호 발생기371
-377의 출력을 입력하며, 두 입력을 승산하여 채널 상호간의 간섭과 위상오차를 제거한다. 상기 월시부호 발생기371
-377과 승산기381-387은 간섭제거기가 된다. 승산기391-397은 상기 승산기381-387의 출력을 입력한 후, 각각 
대응되는 채널진폭 제어신호A0-A3과 입력되는 변환신호를 승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승산기391-397은 채널진폭 제
어기가 된다.
    

    
상기 도 3b와 같은 구성을 갖는 파일럿 채널 방식의 채널화기113 동작을 살펴보면, 상기 파일럿 채널 방식은 " D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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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모뎀 구조와 ASIC Chip Set 개발" (한국 통신학회 논문지 '97-6 vol 22. NO. 6 pp. 1210-1230, 김제우 et. a
l)에 설명되어 있다. 상기 파일럿 채널 방식의 각 데이터의 점유 시간은 레이트 어댑터351-357에서 각 데이터 발생기
211-217의 출력을 반복시키는 횟수를 달리하므로써 조정되며, 전송율이 조정된 데이터들은 각각 대응되는 신호변환
기321-327에서 0과 1의 논리적인 데이터 채널에서 전송가능한 +1이나 -1의 신호로 변환된다. 상기와 같이 변환된 
신호들은 각각 대응되는 월시부호 발생기371-377 및 승산기381-387에서 소로 직교하는 월시부호 들에 의해 승산되
어 채널 상호간의 간섭과 위상 오차시의 성능저하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승산기391-397에서 상기 신호들은 각각 대
응되는 채널진폭 제어신호 A0-A3과 승산되어 전력 레벨이 결정된다.
    

도 4a 및 도 4b는 도 1의 IQ사상기115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서, 도 4a는 도 3a와 같은 파일럿 심볼 방식의 채널
화기113에 연결되는 IQ사상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고, 도 4b는 도 3b와 같은 파일럿 채널 방식의 채널화기113에 연
결되는 IQ사상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IQ사상기115는 채널화된 신호를 인페이즈와 쿼드러쳐페이즈로 사상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파일럿 심볼 방식의 채널화기113의 최종 출력은 다중화된 상태이므로,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IQ사상기115는 
직병렬변환기411을 구비하여, 상기 채널화기113에서 출력되는 다중화 신호에서 홀수번째 신호와 짝수번째신호를 분리
하여 I신호 및 Q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상기 파일럿 채널 방식의 채널화기의 최종 출력은 다중화되지 않고 각 채널의 데이터들이 병렬 출력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파일럿 채널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IQ사상기115의 가산기421은 상기 파일럿 채널
의 신호와 음성데이타 채널의 신호를 가산하여 I신호로 출력하고, 상기 제어 채널의 신호와 패킷 데이터 채널의 신호를 
가산하여 Q신호로 출력한다.

도 5a 및 도 5b는 상기 도 1의 PN확산기117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으로써, 도 5a는 IQ 분리 방식(IQ split method)
의 PN확산기 구조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 5b는 복소 확산 방식(complex spreading method)의 PN확산기 구조를 도
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1PN 부호라 함은 shot PN부호를 의미하며, 제2PN 부호라 함은 long PN부호를 의미한다.

    
상기 도 5a와 같은 구조를 갖는 IQ분리 방식의 PN확산기 동작을 살펴보면, 제1PNi부호 발생기513은 인페이즈의 PN
부호를 발생하며, 제1PNq부호 발생기515는 쿼드러츄어 페이즈의 PN부호를 발생한다. 제2PN부호 발생기517은 상기 
인페이즈 및 쿼드러츄어 페이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롱 피엔 부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19는 상기 제1PNi 부호와 상
기 제2PN 부호를 승산하여 인페이즈의 PN 부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21은 상기 제1PNq 부호와 상기 제2PN 부호를 
승산하여 쿼드러츄어 페이즈의 PN부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11은 상기 IQ사상기117에서 출력되는 인페이즈의 신호와 
상기 인페이즈의 PN부호를 승산하여 대역확산된 신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12는 상기 IQ사상기117에서 출력되는 쿼드
러츄어 페이즈의 신호와 상기 쿼드러츄어 페이즈의 PN부호를 승산하여 대역확산된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도 5b와 같은 구조를 갖는 복소 확산 방식의 PN확산기 동작을 살펴보면, 제1PNi부호 발생기511은 인페이즈의 
PN부호를 발생하며, 제1PNq부호 발생기513은 쿼드러츄어 페이즈의 PN부호를 발생한다. 제2PN부호 발생기515는 상
기 인페이즈 및 쿼드러츄어 페이즈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long PN 부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17은 상기 제1PNi 부호와 
상기 제2PN 부호를 승산하여 인페이즈의 PN 부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19는 상기 제1PNq 부호와 상기 제2PN 부호를 
승산하여 쿼드러츄어 페이즈의 PN부호를 발생한다. 승산기521은 상기 IQ사상기117에서 출력되는 인페이즈의 신호와 
상기 PNi 부호를 승산한다. 승산기523은 상기 IQ사상기117에서 출력되는 쿼드러츄어 신호와 상기 PNi 부호를 승산한
다. 승산기525는 상기 IQ사상기117에서 출력되는 쿼드러츄어 페이즈의 신호와 상기 PNq 부호를 승산한다. 승산기52
3은 상기 IQ사상기117에서 출력되는 인페이즈 신호와 상기 PNq 부호를 승산한다. 감산기529는 상기 승산기521의 출
력에서 상기 승산기525의 출력을 감산하여 복소 확산된 인페이즈 신호를 발생한다. 가산기531은 상기 승산기523과 승
산기527의 출력을 가산하여 복소 확산된 쿼드러츄어 페이즈 신호를 발생한다.
    

 - 5 -



등록특허 10-0369794

 
상기 도 5a 및 도 5b와 같은 PN확산기117에서 도 5b와 같은 복소 확산 방식이 전력(peak-to-average) 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갖는다.

    
상기 도 5a 또는 도 5b와 같은 구조를 갖는 PN확산기117에서 출력되는 대역 확산신호는 기저대역 변조기119에서 변
조 출력된다. 상기 기저대역 변조기119는 도 6과 같은 구조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인페이즈 채널의 
신호는 필터(FIR filter)615를 통해 여파된 후 출력되며, 쿼드러츄어 페이즈 채널의 신호는 지연기(1/2 chip delay)
611을 통해 소정 지연된 후 필터(FIR filter)613에서 여파된 후 출력된다. 상기 기저대역 여파기119는 OQAM(Offs
et Quadrature Ampplitude Modulation)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파일럿 채널 방식을 사용하는 송신기의 경우에는 도 3b와 같은 채널화기113과, 도 4b와 같은 IQ사상
기115와, 도 5b와 같은 PN확산기117 및 도 6과 같은 기저대역 변조기119를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파일럿 
심볼 방식을 사용하는 송신기의 경우에는 도 3a와 같은 채널화기113과, 도 4a와 같은 IQ사상기115와, 도 5a와 같은 
PN확산기117 및 도 6과 같은 기저대역 변조기119를 연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파일럿 채널 방식의 송신기를 구성하는 경우 PAR가 나빠지며, 상기 파일럿 심볼 방식
의 송신기를 구성하는 경우 변동 비트율을 갖는 음성신호의 비트율 변동이나 패킷신호의 온/오프에 따른 신호의 단속에 
따른 전력 변화가 커지며. 이로인해 간섭 문제가 심화된다.

    
따라서 종래의 송신기에서는 동시에 많은 채널을 사용하면 송신장치의 증폭기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된다. 즉, 파이롯트 
채널, 제어 채널, 고속 데이터 채널 및 저속 데이터 채널들이 동시에 사용되므로써, 피크 대 평균 전력비(peak to ave
rage power ratio)가 커지게 되고, 이는 곧 송신장치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선형성이 양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고속 데이터 채널의 사용 없이 저속 데이터 채널만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채널들 간의 이득 조정에 따라 심각한 정
도의 피크 대 평균 전력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수의 논리 채널 데이터를 송신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일정한 전력이 송출되는 논리 채널
들의 데이터를 다중화 및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채널화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수의 논리 채널 데이터를 송신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일정 전력으로 송출되는 논리 채널들
의 데이터를 다중화시켜 채널화하고, 다중화된 채널 이외의 논리채널 데이터 송출시 상기 다중화 채널의 전력과 비교하
여 채널화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다수의 논리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대역확산신호
를 발생하는 장치가, 일정한 비트율을 가지며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시분할 다중화하여 동일 채널로 출력
하고, 변동 비트율을 가지며 가변적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독립 채널로 출력하며, 상기 다중화된 신호들 및 독립 채널
의 신호를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한 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다수의 논리 채널 데이터들을 송신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파일럿 데이터, 제어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패킷 데이터 
등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 피크 대 평균 전력비가 커지게 되며, 이는 송신기의 전력증폭기 선형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논리 채널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파일럿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시간적으로 다중화시
켜(time multiplexing) 채널화 하므로써,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개선하고, 채널화에 사용되는 직교 부호의 숫자를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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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이 파일럿 채널 송신 방식은 파일럿 데이터, 제어 데이터, 음성 데이터만 있는 경우 음성 데이터가 최대 
비트율이면 채널별 전력비는 파일럿 채널 : 제어 채널 : 음성 데이터 채널이 1:1/4:4가 되고, 출력단의 피크 대 평균 전
력비는 6.95dB가 된다. 또한 음성 데이터가 최대 비트율의 1/8이면 1:1/4:1/2이 되고 출력단의 피크 대 평균 전력비가 
7.23dB가 된다. 이때 상기 파일럿 채널과 제어 채널의 시간 평균 에너지 비는 1:1/4로 거의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상기 음성 채널은 가변 비트율이므로, 파일럿 채널 평균 에너지의 4배-1/2배의 에너지를 갖는다. 상기 IQ
사상기115에 합해지는 채널들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수록 피크대 평균 전력비는 나빠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도 7a 및 도 7b와 같은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111을 
구성하며, 파일럿 채널과 제어 채널의 전력을 다 같이 1+(1/4)로 하고, 4/5의 시간 동안은 제어채널을 도 9와 같이 출
력하도록 도 8과 같은 채널화기113을 구성한다.

도 7a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111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고, 도 7b는 도 7a의 스크램블
러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7a를 참조하면, 논리채널 데이터발생기111은 파일럿 데이터 발생기711, 제어 데이터 발생기713, 음성 데이터 
발생기715, 패킷 데이터 발생기717로 구성된다. 상기 파일럿 데이터 발생기711은 변조되지 않는 " 0" (또는 " 1" ) 데
이터를 출력한다. 음성 데이터 발생기715는 변동 비트율을 가지며 보코더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한다. 예를 들면, 
상기 보코더에서 출력되는 음성데이타는 길쌈 부호화기를 통해 채널 부호화되고 인터리빙되는 비트열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상기 부호화된 음성 데이터는 변동 비트율에 따라 1/2, 1/4, 1/8의 비트율로 출력되며, 이에 따라 한 비트의 
지속시간이 2, 4, 8 배로 늘어나게 된다. 상기 제어 데이터 발생기713에서 발생되는 제어 데이터는 상대 링크의 전력 
제어를 위한 전력 제어 명령과 기타의 제어 정보로 이루어진다. 패킷 데이터 발생기717은 상기 음성 데이터 발생기71
5의 최대 비트율 1-8 까지의 정수배의 출력 비트율을 갖는다.
    

    
상기 파일럿 데이터 발생기711, 제어 데이터 발생기713, 음성 데이터 발생기715 및 패킷 데이터 발생기717에서 각각 
출력되는 데이터들은 대응되는 스크램블러721-727을 통해 스크램블된 후 출력된다. 도 7b는 상기 스크램블럭721-
727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7b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기 스크램블러721-727에서 데시메이터733은 설정된 
값 L에 의한 데시메이팅 동작을 수행하며, 익스클루시브 오아게이트731은 각각 대응되는 데이터 발생기711-717의 
출력과 상기 데시메이터733의 출력(decimate by L)의 출력을 익스클루시브 오아 연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도 7b를 참조하면, 상기 파일럿 데이타, 제어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패킷 데이터는 모두 부호화 및 인터리빙된 
데이터로서, 상기 인터리빙된 데이터는 제2PN부호 시퀀스(Long Pseudo Random Noise code sequence)를 같은 비
트율이 되도록 데시메이팅한 후 발생된 데이터와 익스클루시브 오아 연산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화기113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레이트 어댑터811-817들은 각각 상기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111의 각 데이터 발생기711-
717의 출력에 대응되게 연결되며, 대응되는 데이터 발생기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전송율을 조정한다. 신호변환기(si
gnal mapping part)821-827은 각각 대응되는 상기 레이트 어댑터811-817의 출력에 연결되며, 레이트가 조정된 데
이터들에서 비트 0을 +1의 신호로 변환하고 비트 1을 -1의 신호로 변환한다. 승산기831-837은 각각 대응되는 신호
변환기821-827의 출력을 입력한 후, 각각 대응되는 채널진폭 제어신호A0-A3과 입력되는 변환신호를 승산하여 출력
한다. 다중화기(multiplexer)841은 상기 승산기831-832의 출력을 다중화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841에서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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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호는 파일럿 채널 및 제어 채널의 신호가 된다. 의사직교부호화기(Multipath Resistant Pseudo Othogonal C
oder)843은 상기 다중화기841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다중화기841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채널 및 제어 채널의 신호
를 다중 경로 전파신호에 강한 특성을 갖는 의사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의사직교부호화
기843은 다중 경로 신호 성분에 의한 직교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사직교부호화기845는 상기 승산기835
에서 출력되는 음성 데이터 채널의 신호를 다중 경로 전파신호에 강한 특성을 갖는 의사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 
출력한다. 의사직교부호화기847은 상기 승산기837에서 출력되는 패킷 데이터 채널의 신호를 다중 경로 전파신호에 강
한 특성을 갖는 의사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 출력한다.
    

상기 도 8과 같이 채널화기113을 구성하는 경우, 종래의 파일럿 송신 방식에 사용된 A0와 A1의 값이 각각 E 와 F라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은 값을 넣어주고, 하기 ＜수학식 2＞와 같은 주기의 시간은 파일럿 채
널이 출력되도록 하고, 하기 ＜수학식 3＞의 시간 동안은 제어 채널이 출력되도록 한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3]

따라서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중화기841은 도 9의 C0와 같이 파일럿 채널 및 제어 채널의 신호를 다중화하
여 출력하며, 음성 데이터 채널 및 패킷 데이터 채널의 신호는 그대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다중화기841의 출력, 음성 
데이터 및 패킷 데이터의 신호를 각각 의사직교부호화기843-847을 이용하여 대역 확산하므로서, 다중 경로 전파 신호
에 의해 상실될 수 있는 직교성을 확보하면서 대역 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음성 채널이 전력을 송출하는 경우, 음성 데이터가 있으면 도 10a 와 같이 음성 채널의 신호를 Q채널에 출력
하고, 가산기를 통해 패킷/제어채널의 신호와 패킷 데이터 신호를 가산하여 I채널에 출력한다. 그리고 음성 데이터가 없
으면 도 10b와 같이 패킷 신호를 Q채널에 출력하고, 패킷/제어채널의 신호를 I채널에 출력한다. 즉, 상기 채널화기11
3의 출력되는 음성 채널의 전력을 송출하는 경우, 도 10a와 같이 파일럿/제어 채널과는 다른 쪽의 IQ사상기115의 출력
으로 나가게 하고, 패킷데이타는 파일럿/제어 채널의 신호와 합하여 IQ사상기115의 출력으로 내보낸다. 또한 음성채널
이 오프되면, 도 10b와 같이 패킷 채널의 신호를 파일럿/제어 채널의 신호가 출력되지 않는 쪽으로 출력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N확산기117은 상기 도 5b와 동일한 구성을 가질 수 있으며, PN확산기117은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낮추어준다. 본 발명의 변조 방식은 도 6의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 상술한바와 같이 일반적인 파일럿 채
널 송신 방식에서 예시한 경우의 피크 대 평균 전력비에 있어 1.5dB-1.9dB가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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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도시된 의사직교부호화기843-847은 도 3b에서와 같은 월시부호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의사직교부호의 
내부 부호(inner cod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PN부호발생기에서 적절한 칩 레이트(chip rate)를 발생하는 PN 
시퀀스로 하여야한다. 상기 의사직교부호 사용할 때 다른 사용자와의 간섭이 파일럿 데이터가 항상 일정하므로 인해 커
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제2피엔부호발생기에서 발생되는 PN 시퀀스를 적절 레이트로 데시메이션하여 도 7b 처럼 
사용하면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파일럿 데이터, 제어 데이터, 음성 데이터 및 패킷 데이터 등, 다수의 논리 채널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파일럿 신호와 데이터 신호를 시간적으로 다중화시켜(time multiplexing) 채널화 하므로써,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개선하고, 채널화에 사용되는 직교 부호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논리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일정한 비트율을 가지며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시분할 다중화하여 동일 채널로 출력하고, 변동 비트율을 
가지며 가변적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독립 채널로 출력하며, 상기 다중화된 신호들 및 독립 채널의 신호를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한 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2.

파일럿 채널, 제어 채널, 음성 데이터 채널 및 패킷 데이터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 및 제어채널의 신호를 시분할 다중화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대역확산하는 제1직교부호화기와,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음성 데이터를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대역확산하는 제2직교부호화기와,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패킷 데이터를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대역확산하는 제3직교부호화기와,

상기 제1직교부호화기와 제3직교부호화기의 출력을 가산하여 제1채널에 출력하고 상기 제2직교부호화기의 출력을 제
2채널에 출력하는 아이큐사상기와,

상기 제1채널 및 제2채널의 신호와 피엔부호를 합성하여 최종 대역확산된 신호를 출력하는 피엔확산기로 구성되어,

다중화된 채널과 최소 송출 전력을 갖는 패킷 채널의 신호를 합하고 음성 채널의 신호를 나머지 채널로 연결하므로서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직교부호화기-제3직교부호화기가 다중 경로 전파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사용하는 부호
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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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채널, 제어 채널, 음성 데이터 채널 및 패킷 데이터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 및 제어채널의 신호를 시분할 다중화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을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대역확산하는 제1직교부호화기와,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음성 데이터를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대역확산하는 제2직교부호화기와,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패킷 데이터를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대역확산화는 제2직교부호화기와,

음성 신호가 있을 시 상기 제1직교부호화기와 제3직교부호화기의 출력을 가산하여 제1채널에 출력하고 상기 제2직교
부호화기의 출력을 제2채널에 출력하며, 상기 음성신호가 없을 시 상기 제1직교부호화기의 출력을 제1채널에 출력하고 
제3직교부호화기의 출력을 제2채널에 출력하는 아이큐사상기와,

상기 제1채널 및 제2채널의 신호와 피엔부호를 합성하여 최종 대역확산된 신호를 출력하는 피엔확산기로 구성되어,

다중화된 채널과 최소 송출 전력을 갖는 패킷 채널의 신호를 합하고 음성 채널의 신호를 나머지 채널로 연결하므로서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직교부호화기-제3직교부호화기가 다중 경로 전파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사용하는 부호
화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6.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제어, 음성 및 패킷 데이터를 발생하는 논리채널 데이터 발생기와,

상기 채널 데이터들에서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파일럿 및 제어 채널 데이터를 시분할 다중화하고, 상기 다중화된 
신호, 음성신호, 패킷신호들을 각각 직교부호화하여 채널화하는 채널화기와,

상기 채널화기에서 출력되는 다중화신호 및 패킷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에 출력하고 음성신호를 제2채널에 출력하는 
아이큐사상기와,

상기 아이큐사상기의 제1채널 및 제2채널에 피엔부호를 승산하여 복소 확산하는 피엔확산기와,

상기 피엔확산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 및 변조하는 기저대역변조기와,

상기 기저대역 변조기의 출력을 송신 대역으로 주파수를 상승시켜 출력하는 주파수 상승변환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화기가,

대응되는 상기 파일럿, 제어, 음성 및 패킷 채널 데이터의 레이트를 각각 조정하는 레이트어댑터들과,

대응되는 상기 레이트어댑터에서 출력되는 신호에서 0을 +1로 변환하고 1을 -1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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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되는 상기 신호변환기들의 출력과 각각 대응되는 채널진폭 값을 승산하는 채널진폭제어기들과,

상기 파일럿 및 제어신호의 채널진폭제어기들 출력을 시분할 다중화하는 멀티플렉서와,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과 다중 경로 전파 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곱하여 확산하는 제1의사직교부호화기와,

상기 음성 채널진폭제어기의 출력과 다중 경로 전파 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곱하여 확산하는 제2의사직교부호화
기와,

상기 패킷 채널진폭제어기의 출력과 다중 경로 전파 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곱하여 확산하는 제3의사직교부호화
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

청구항 8.

다수의 논리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신호 발생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비트율을 가지며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시분할 다중화하여 동일 채널로 출력하고, 변동 비트율을 
가지며 가변적으로 송출되는 채널들을 독립 채널로 출력하며, 상기 다중화된 신호들 및 독립 채널의 신호를 직교부호를 
사용하여 대역 확산한 후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신호 발생방법.

청구항 9.

파일럿 채널, 제어 채널, 음성 데이터 채널 및 패킷 데이터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
신호 발생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 및 제어채널의 신호를 시분할 다중화하는 과정과,

상기 시분할 다중화신호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제1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고,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음성 데이터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제2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며,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패킷 데이터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제
3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제1직교부호화신호와 제3직교부호화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에 출력하고 상기 제2직교부호화신호를 제2채널에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제1채널 및 제2채널의 신호와 피엔부호를 합성하여 최종 대역확산된 신호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다중화된 채널과 최소 송출 전력을 갖는 패킷 채널의 신호를 합하고 음성 채널의 신호를 나머지 채널로 연결하므로서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신호 발생방법.

청구항 10.

파일럿 채널, 제어 채널, 음성 데이터 채널 및 패킷 데이터 채널들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
신호 발생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파일럿 채널 및 제어채널의 신호를 시분할 다중화하는 과정과,

상기 시분할 다중화신호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제1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고,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음성 데이터와 
직교부호를 곱하여 제2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며, 변동 비트율을 갖는 상기 패킷 데이터와 상기 직교부호를 곱하여 제
3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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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신호의 유무를 검사하며, 음성신호가 있을 시 상기 제1직교부호화신호와 제3직교부호화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
에 출력하고 상기 제2직교부호화신호를 제2채널에 출력하며, 상기 음성신호가 없을 시 상기 제1직교부호화신호를 제1
채널에 출력하고 제3직교부호화신호를 제2채널에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제1채널 및 제2채널의 신호와 피엔부호를 합성하여 최종 대역확산된 신호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다중화된 채널과 최소 송출 전력을 갖는 패킷 채널의 신호를 합하고 음성 채널의 신호를 나머지 채널로 연결하므로서 
피크 대 평균 전력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신호 발생방법.

청구항 11.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에 있어서,

파일럿, 제어, 음성 및 패킷의 논리채널 데이터를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 데이터들에서 일정한 전력으로 송출되는 파일럿 및 제어 채널 데이터를 시분할 다중화하고, 상기 다중화된 
신호, 음성신호, 패킷신호들을 각각 직교부호화하여 채널화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화된 신호에서 다중화신호 및 패킷신호를 가산하여 제1채널에 출력하고 음성신호를 제2채널에 출력하는 과정
과,

상기 제1채널 및 제2채널의 신호와 피엔부호를 승산하여 복소 확산하는 과정과,

상기 피엔확산된 신호를 기저대역으로 여파 및 변조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된 신호를 송신 대역으로 주파수를 상승시켜 출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
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신호 발생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화 과정이,

각각 대응되는 상기 파일럿, 제어, 음성 및 패킷 채널 데이터의 레이트를 조정하는 과정과,

각각 대응되는 상기 레이트 조정신호에서 0을 +1로 변환하고 1을 -1로 변환하는 과정과,

각각 대응되는 상기 변환신호들과 대응되는 채널진폭 값을 승산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 진폭 제어된 파일럿 및 제어신호를 시분할 다중화하는 과정과, 상기 시분할 다중화신호와 다중 경로 전파 신
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곱하여 제1의사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채널진폭제어된 음성신호와 다중 경로 전
파 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곱하여 제2의사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며, 상기 채널진폭제어된 패킷신호와 다중 경
로 전파 신호에 강한 의사직교부호를 곱하여 제3의사직교부호화신호를 발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송신장치의 대역확산신호 발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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