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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적어도 두 개의 변조방식들을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최적의 변조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인코더 패킷의 크기(EP size),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of walsh codes) 및 서브패킷당 슬롯개수(slots 

per sub-packet)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인코더 패킷,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및 서브패킷당 슬롯개

수를 가지고 변조차수와 부호율의 곱을 나타내는 MPR(modulation order product code rate)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

기 계산된 MPR과 미리 정해진 기준값을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클 경우 상기 적어두

두 개의 변조방식들중 높은 차수의 변조방식을 선택하고, 상기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 낮은 차수의 변조방식을 선택하

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AMC, modulation order, QPSK, 8-PSK,16-QA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코더 패킷(EP) 크기가 '384'인 경우, 각각의 변조방식(QPSK, 8-PSK, 16-QAM)별로 1% PER을 달성하기 

이해 요구되는 에너지대잡음비(Ec/Nt(dB))를 MPR(의 증가에 따라 그래프로 도시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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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인코더 패킷 크기가 '1536'인 경우, 각각의 변조방식(QPSK, 8-PSK, 16-QAM)별로 1% PER을 달성하기 이

해 요구되는 에너지대잡음비(Ec/Nt(dB))를 MPR의 증가에 따라 그래프로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인코더 패킷 크기가 '3072'인 경우, 각각의 변조방식(QPSK, 8-PSK, 16-QAM)별로 1% PER을 달성하기 이

해 요구되는 에너지대잡음비(Ec/Nt(dB))를 MPR()의 증가에 따라 그래프로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변조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변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복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적응적으로 변조방식과 부호율을 결정하는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변조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통신시스템은 고정적인 전송방식에 의해 데이터(또는 패킷)를 전송하는 형태이었다. 그러나, 통신시스템은 

전송방식을 가변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3GPP2(3rd Generation Partne

rship Project 2)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은 가변적으로 전송방식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전송방식에 따라 데

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상기 3GPP2의 한 가지인 1xEV-DV(1x Evolution Data and Voice) 표준화 진행중 20

01년 6월 3GPP2 TSG-C WG5(TSG cdma2000(TSG-C), Working Group 5)에 기고된 L3QS(Lucent technology 

co., LSI co., LG electronics co., Qualcomm co., and Samsung electronics co.) 구조 제안(framework proposal)

에 따르면, 6개의 인코더 패킷 크기(Encoder Packet size 또는 EP size), 즉, 384, 768, 1536, 2304, 3072, 3840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송율 개요(data rate synopsis)가 6개의 테이블(table)로 주어져 있다. 이러한 테이블이 사용되는 

이유는 송신기가 매 순간 전송하는 패킷(Packet)에 다양성을 제공함으로써 채널의 전송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다. 여기서, 인코더 패킷은 부호화기로 입력되어 부호화될 패킷을 의미한다. 채널의 상태와, 상위 계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 버퍼의 상태들을 의미하는 데이터 백로그(Data backlog), 사용 가능한 월시 코드의 개수 등에 따라서 6개의 E

P 크기 중에서 적절한 EP 크기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EP 크기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변조

방식의 선택일 것이다. 즉, 동일한 EP 크기를 가지더라도 전송시간과 사용 가능한 월시 코드의 개수에 따라서 최적의 

변조(modulation)방식과 오류정정부호의 부호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상기 각 데이터 전송율 테이블(Data rate 

table)에는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number of available Walsh codes)와 서브패킷당 슬롯들(slots per sub-pa

cket)에 따라 111 ~ 69 개의 서로 상이한 변조방식과 오류정정부호 부호율의 조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인코더 패

킷 크기(EP)=384, 사용가능한 월시코드 스페이스(AWS: Available Walsh code Space) 또는 사용가능한 월시코드의

개수(NAWC: Number of Available Walsh codes)=28, 슬롯의 수(NOS: Number Of Slots)=8인 경우에 변조차수(m

odulation order)=2(QPSK), 부호율(code rate)=0.017857이 사용되고, EP=384, AWS=27, NOS=8인 경우에 변조

차수=2(QPSK), 부호율=0.037037이 사용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전송방식이 가변하는 통신시스템에서

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변조방식과 부호율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시간적으로 가변적인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에서 AMC(Adaptive Modulation co

ding)의 선택방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가장 효율적인 변조방식과 오류정정부호 부호율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어도 두 개의 변조방식들을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최적의 변조방식을 결정하기 위

한 방법에 있어서, 인코더 패킷의 크기(EP size),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of walsh codes) 및 서브패킷당 슬

롯개수(slots per sub-packet)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인코더 패킷,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및 서브패

킷당 슬롯개수를 가지고 변조차수와 부호율의 곱을 나타내는 MPR(modulation order product code rate)을 계산하

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MPR과 미리 정해진 기준값을 비교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클 경

우 상기 적어도 두 개의 변조방식들중 높은 차수의 변조방식을 선택하고, 상기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 낮은 차수의 변

조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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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각 데이터 전송율(Data rate)에 상응하는 변조방식과 오류정정부호 부호율의 관

계가 분석되고 각각의 경우에서 최적의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결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변조방식(또

는 변조차수)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될 것이다. 또한, 상기 결정된 기준에 따라 부호율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서도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변조방식 및 부호율을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MPR(Modulation order 

Product code Rate)'이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MPR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MPR에 의해 

변조방식 및 부호율을 선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될 것이다. 한편, 이하 설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변조방

식modulation scheme)'과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인코더 패킷(encoder pakcet)'은 전송을 위해 부호화기로 입력되어 부호화될 패킷을 나타낸다. '서브 패킷(sub

-packet)'은 상기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낸다. 일 예로, 상기 부호화기로는 본건 출원인에 의해 200

1년 10월 15일자로 특허출원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2001-63518호 제목 '통신시스템의 부호 생성 장치 및 방법'하

의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서브부호 발생 장치(또는 준보완 터보부호(QCTC: Quasi-Complementary Turbo Code

) 생성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준보완 터보부호 생성 장치를 입력되는 정보비트열을 터보 부호화하는 채널 부

호기와, 상기 채널 부호기로부터의 부호어 심볼들을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천공 및 반복하여 서브 부호를 발생하는

서브부호 발생기로 구성할 수 있음을 상기 특허 제2001-63518호는 제시하고 있다. 이때 상기 채널 부호기는 부호율

R=1/5을 사용할 수 있고, 상기 서브부호 발생기는 부호율 R=2/3, 1/3, 1/6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의 부호율은 모부

호율(Mother Code Rate), 후자의 부호율은 서브부호 부호율로 정의되어진다. 즉,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서브패

킷'은 상기 서브부호 발생기가 상기 부호화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브부호 부호율로 부호화되어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내고, 터보부호기가 상기 부호화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부호율로 부호화되어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용어들은 이미 본건 출원의 이전에 앞서서 출원된 특허들에서 사용된 용어들이라는 사실에 유

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가능한 월시코드 스페이스(AWS: Available Walsh code Space)와 사용가능한

월시코드의 개수(NAWC: Number of Available Walsh Codes)는 동일한 의미이며, 편의상 월시코드 또는 월시부호

의 개수로도 불리워질 것이다.

< MPR(Modulation Order Product Code Rate)의 정의 >
일반적으로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는 디지털시스템에서 오류정정부호의 부호율(code rate)을 계속 감소시켜 가면 

이에 따른 부호이득(coding gain: 일반적인 전송시스템에 비해서 오류정정부호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을 의미함)의 증가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즉 부호율의 감소에 따른 비트오

율(bit error rate)은 점진적으로 특정 값으로 포화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부호율을 계속 증가시켜 가면 이에 따

른 부호이득의 감소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며, 비트오율의 증가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Shann

on'의 'Channel Capacity Theory'에 의한 결과로 이미 이 분야에서는 널리 공지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

는 상기 특징을 더 이상 자세히 부연설명하지 않으며 단지,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을 본 발명에서 사용함을 미리 밝혀

둔다. 한편, 디지털 변조방식에서 변조차수(modulation order)의 증감에 따른 동일한 신호 대 잡음 비 (SNR: Signal-

to-Noise Ratio)에서 비트오율의 변화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고차의 변조차수를 가지는 디지털 변조방식

일수록 동일한 비트오율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SNR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일 하나의 시스템이 특

정 변조심볼 전송율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오류정정부호의 부호율과 디지털 변조방식의 변조차수를 결정에는 

많은 가능한 조합이 존재할 것이다.

상기 설명한 오류정정부호의 특징과 디지털 변조방식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부호율(code rate)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

우에는 고차 변조방식(higher order modulation scheme)을 사용하여 부호율(code rate)을 더 낮추는 것보다는 변조

차수(modulation order)가 낮은 저차 변조방식(lower order modulation scheme), 예를 들어 QPSK(Quadrature Ph

ase Shift Keying)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부호율(code rate)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고차 변조방

식(higher order modulation scheme)을 사용하여 부호율(code rate)을 낮춤으로써 오율(error rate)의 증가를 막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파수대역효율도(spectral efficiency)에서의 부호율(code rate)은 변조차수(modulatio

n order)가 결정된 후 계산되는 값이므로, 변조차수(modulation order)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호율(code rate

)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변조차수(modulation order)와 부호율(code rate)

을 모두 반영하는 주파수대역효율도(spectral efficiency) 개념의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다.

현재, 인코더 패킷(EP) 크기에 따른 6개의 데이터율 테이블(data rate table)을 살펴보면, 순수한 데이터가 전달되는 

페이로드(Payload)의 변조심볼(modulation symbol)의 개수는 송신기가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개수(number of Avai

lable Walsh codes : NAWC)와 서브패킷당 슬롯의 개수(Number of slots per sub-packet : NOS)의 함수로서, 하

기 <수학식 1>과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1

= 1536 ×((# of Walsh codes)/32) ×(slot per sub-packet)

여기서, '1536'은 하나의 슬롯(=1.25msec)에 대응되는 의사잡음(PN: Pseudo Noise) 부호의 칩(chip) 개수를 의미

한다. 즉, '1536'은 전송율(transmission rate)이 1.2288Mcps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미리 정해진 시간 구간 1.25mse

c에 할당되는 총 칩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1.2288×10 6 ) ×(1.25×10 -3 )으로 계산된다. 또한 상기 페이로드

변조심볼의 개수는 하기 <수학식 2>와 같이 변조차수(modulation order)와 부호율(code rate)의 함수로도 표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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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수학식 2

= (EP size)/((modulation order)×(code rate))

상기 <수학식 2>에서, 변조차수(modulation order)와 부호율(code rate)의 곱을 MPR(modulation order product c

ode rate)이라 정의하고, 상기 <수학식 1>과 <수학식 2>를 이용하면, 상기 MPR은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수학식 3

= (EP size)/(48×(# of Walsh codes)×(slots per sub-packet))

상기 <수학식 3>은 일반식인 상기 <수학식 2>의 특별한 예이다. 상기 <수학식 3>은 전송율이 1.2288Mcps의 칩 레

이트(chip rate)이고, 한 슬롯(slot)의 길이가 1.25msec인 경우에 구해지는 MPR을 나타내는 것으로, 48은 월시길이(

Walsh length)가 32인 경우에 1.25msec 슬롯 구간동안 하나의 월시부호에 곱해지는(covering) 변조심볼의 수를 의

미한다. 따라서 48×(# of Walsh codes)은 1.25msec 구간 동안의 변조심볼의 수가 된다. 그러므로, 상기 <수학식 3>
과 같이 페이로드 변조심볼(payload modulation symbols)의 수는 (48×(# of Walsh codes)×(slots per sub-packe

t)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수가 최대(예: 32)라고 가정할 때, 상기 페이로드 변조심볼의 수는 

인코더 패킷이 전송되는 시간 구간(슬롯의 길이(1.25msec)×서브패킷당 슬롯의 수)과, 주어진 전송율(1.2288Mcps)

의 곱에 의해 계산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MPR은 EP 크기, 월시부호의 개수(number of Walsh codes), 서브패킷의 슬롯개수(slots per sub

-packet)의 함수로서, 이들 파라미터(parameter)가 주어지면 일정한 값으로 정해진다. 이 경우, 변조차수(modulatio

n order)를 증가시키면 부호율(code rate)은 감소하고,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감소시키면 부호율(code rat

e)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MPR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계산된 MPR이 매우 작다는 것은 특정 변조차수를 가정하는 경우 

부호율(code rate)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QPSK의 경우 변조차수가 2이므로 MPR=0.5

인 경우 이것은 부호율이 1/4(=0.5/2)임을 의미한다. 반대로, MPR 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부호율(code rate)도 상대적

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QPSK의 경우 변조차수가 2이므로 MPR=4/3인 경우 이것은 부호율이 2/

3(=(4/3)/2)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MPR이 작을 때는 QPSK를, MPR이 클 때는 8-PSK나 16-QAM 혹은 64-QAM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MPR이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어떤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을 사

용하는 것이 오율(error rate)을 떨어뜨리는데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정확한 기준 없이 변조차

수(modulation order)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시스템효율(system throughput)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따라서, 하기와 같은 과정으로 변조방식을 선택한다.

먼저, 각각의 변조방식에 따라서 MPR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k, 부

호율(coder rate)을 R이라고 정의하면, MPR=k×R 이므로 부호율(code rate) R=MPR/k과 같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양서에서 허용하는 최대 부호율(maximum code rate)을 R max 라 놓으면, 부호율 R은 하기 수학식 4와 같으 범위

를 갖는다.

수학식 4

예를 들어, 16-QAM (k=4)을 사용하고 R max 를 0.8로 가정할 경우, 이 때 MPR의 범위는 하기 <수학식 5>와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된다.

수학식 5

< 변조차수 결정(Determination of Modulation Order) >
상기 <수학식 3>을 살펴보면, MPR은 변조심볼(modulation symbol) 한 개가 전달하는 정보(information) 비트의 개

수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주파수대역효율도(spectral efficiency)를 반영하는 값이며, MPR이 값

이 같다는 것은 동일한 주파수대역효율도(spectral efficiency)를 제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경우 변조차수(mod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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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rder)는 변조(modulation)과 코딩(coding) 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고려하여 해당 동작 SNR 범위(op

eration SNR range)에서 가장 낮은 오류확률 (예를 들어 Packet Error Rate, or Bit Error Rate)을 보장할 수 있는 

값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패킷오율(packet error rate)을 최소화하는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이 MPR의

값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결정될 수 있다면, 이를 추적하여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기준값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변조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을 고안한다.

상기 제시한 변조방식의 결정을 위해서 6개의 인코더 패킷(EP) 크기 각각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조방식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하기 <표 1>과 같은 환경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표 1]

Physical Channel AWGN

Payload Size 384, 768, 1536, 2304, 3072, 3840

Channel Interleaver P-BRO Interleaver

Modulation Order QPSK, 8-PSK, 16-QAM

Modulation Mapping Systematic Mapping Scheme Used for 8-PSK and 16-QAM

Mother Code Rate 1/5

Decoding Algorithm Max LogMAP

Max Number of Iterations 8

상기 <표 1>을 참조하면, 시뮬레이션을 위한 채널 환경은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따른 물리 채

널이다. 채널 송신기는 이미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터보 부호기와, 서브부호 발생기로 구성될 수 있는 서브부호 발

생 장치와,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는 복수의 변조기들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복수의 변조기들은 상

대적으로 변조 차수가 낮은 변조 차수 2를 가지는 QPSK 변조기와, 상대적으로 변조 차수가 높은 변조 차수 3을 가지

는 8-PSK 변조기, 변조 차수를 4를 가지는 16-QAM 변조기인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서브부호 발생 장치의 모부호

율은 1/5인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상기 채널 송신기는 P-BRO(Partial Bit Reverse Order) 인터리버의 채널 인터리

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채널 송신기에 대응하는 채널 수신기의 복호기는 Max LogMAP(Maximum A 

Posteriori) 방식의 복호화 알고리즘에 따른 복호화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최대 반복 횟수는 8인 

것으로 가정한다. 첨부된 도면 도 1 내지 도 3은 상기 <표 1>과 같은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은 EP 크기가 '384'인 경우 각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 별로 1% PER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Ec/

Nt(dB)를 MPR 증가에 따라 QPSK, 8-PSK, 그리고 16-QAM에 대해서 각각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상기 

Ec/Nt(dB)는 SNR의 일종으로 단위 칩 에너지/잡음전력밀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값이 크다는 것은 동일한 PER을 

만족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PR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required) Ec/Nt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PR 

변화에 따른 Ec/Nt의 변화가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PR이 1.5일 때 QPSK와 16-QAM의 기울기가 반전되고 있다. MPR이 1.5 이하일 때는 QPSK가, MPR

이 1.5 이상일 때는 16-QA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한편, 8-PSK는 MPR에 상관없이 QPSK와 16-QAM

의 중간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의 성능이 교차되는 MPR 1.5

인 점에서 QPSK, 8-PSK, 16-QAM의 부호율(code rate)은 각각 3/4, 1/2, 3/8이다. MPR=1.5에서 변조방식(modul

ation scheme)간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의 변조심볼(modulation symbol)이 전달하는 정보(information)의

양이 1.5 bit일 때 사용하는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에 관계없이 시스템의 성능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월시부호의 개수(number of Walsh codes)와 서브패킷당 슬롯의 개수(slots per sub-packet)이 바뀌면 그래

프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세로축의 값만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상기 도 2는 EP 크기가 '1536'인 경우 각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 별로 1% PER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E

c/Nt(dB)를 MPR 증가에 따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EP 크기가 '384'인 경우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준다. 경계값 

1.5에서 QPSK, 8-PSK, 16-QAM의 그래프가 교차하며, 경계값 미만과 이상에서 QPSK와 16-QAM이 각각 좋은 성

능을 보여 준다. 실험 결과로부터 EP 크기가 '1536'인 경우에도 성능이 반전되는 MPR의 경계값은 1.5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도 3은 EP 크기가 '3072'인 경우 각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 별로 1% PER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E

c/Nt(dB)를 MPR 증가에 따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상기 EP 크기가 384, 1536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MPR이 1

.5가 되는 점에서 QPSK와 16-QAM의 성능이 반전됨을 보여준다.

즉, 상기 도 1 내지 도 3의 결과로부터 EP 크기에 상관없이 MPR 1.5미만에서는 QPSK가, MPR 1.5이상에서는 16-Q

AM을 사용하는 것이 동일 대역 사용시에 가장 효과적인 변조방식(modulation scheme)임을 알수 있다. 또한, 도 1 

내지 도 3의 결과로부터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결정하기 위한 MPR의 기준값(threshold)은 EP크기에 상관

없이 하나의 값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 결과로부터 변조방식 결정에 사용되는 MPR의 기준값을 '1.5'

로 결정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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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상기 실험 결과는 QPSK나 8-PSK와 같은 위상변조(PSK: Phase Shift Keying) 계열의 변조 방식에 대해 16-

QAM과 같은 크기변조(AM: Amplitude Modulation) 계열의 변조 방식이 가지는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열화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의 이론이나 실험에 의해 위상변조 방식과 크기변조 방식간의 성능 차

이가 고려될 수 있다면, 상기 MPR 임계값은 1.5가 아닌 다른 값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복수개의 MPR 임계값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변조방식도 상기 실험에서와 같이 QPSK와 16-QAM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이외

의 변조방식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실험 결과로부터 변조차수(modulation order)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실시

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실시 예들 > 하기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변조 방식을 선택하는 동작을 설명함

에 있어서는 송신기가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는 2가지의 변조기들, 즉 16-QAM 변조를 위한 변조기와, QPSK 

변조를 위한 변조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송신기가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는 3가지 이상의 복수의 변조기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발명의 원리에 의해 복수의 변조기들중 최적의 

변조기가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전송율이 1.2288Mcps의 

칩 레이트고, 한 슬롯의 서브패킷 길이가 1.25msec이고, 월시 길이가 32인 것으로 가정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변조방식(또는 변조차수)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변조방식을

결정하는 장치를 변조기 선택기(Modulation selector)라 칭한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변조기 선택기는 411단계에서 초기화를 수행한다. 즉, 인코더 패킷(EP) 크기,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number of available Walsh codes)를 나타내는 사용가능한 월시 부호 스페이스(AWS: Av

ailable Walsh Space) 및 서브패킷 당 슬롯개수(slots per sub-packet)를 나타내는 NOS(Number Of Slot)을 결정한

다. 그리고, 상기 변조기 선택기는 413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인코더 패킷(EP) 크기,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nu

mber of available Walsh codes) 및 서브패킷의 슬롯개수(slots per sub-packet)을 가지고 상기 수학식 3을 이용해

MPR을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변조기 선택기는 413단계에서 상기 계산된 MPR이 미리 결정된 기준값(MPR_THR)

와 비교하여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큰지를 검사한다. 예를들어, 상기 기준값은 바람직하게 1.5로 정한

다. 만일,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크면 417단계로 진행하여 변조방식을 16-QAM으로 결정하고 16-Q

AM 변조기가 선택되도록 제어한다. 반면,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419단계로 진행하여 

변조방식을 QPSK 변조방식으로 결정하고 QPSK변조기가 선택되도록 제어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도 4의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복수개의 변조기들중 특정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변조기 선택기(501)은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최적의 변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신호를 출력한다. 즉, 주어진 인코더 패킷 크기, 월시부호의 개수 및 서브패킷당 슬롯의 개수를 가지고 MPR

을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계산된 MPR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상기 계산된 MPR이 기준값보다 큰 경우 제1스위칭신

호(SW=B)를 출력하고,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작은 경우 제2스위칭신호(SW=A)를 출력한다. 스위치(

503)은 상기 변조기 선택기(501)로부터 제공되는 스위칭신호에 따라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여 입력 데이터를 QPSK

변조기(505) 혹은 16-QAM변조기(507)로 출력한다. 상기 QPSK변조기(505)는 상기 스위치(503)으로부터의 데이터

를 QPSK변조하여 변조심볼을 출력한다. 상기 16-QAM변조기(507)은 상기 스위치(503)으로부터의 데이터를 16-Q

AM변조하여 변조심볼을 출력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작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인코더 패킷을 입력하여 부호화하는 부호화기와, 상기 부호화기

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내는 서브패킷을 변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는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변조기 선택장치는 첫째, 상기 인코더 패킷의 크기(EP Size)와 주어진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의 비에 의해 정해지는 MPR을 계산하고, 둘째,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

하여 상기 MPR을 주어진 임계값(MPR_THR)과 비교한다.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는 상기 인코더 패킷이 전송

되는 시간 구간과,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수, 그리고 주어진 전송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한 월시 부

호의 수가 최대로 정해질 때,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는 상기 인코더 패킷이 전송되는 시간 구간과 상기 주어진

전송율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는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변조 차수가 상대

적으로 높은 변조기(예: 16-QAM 변조기)가 선택된다.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상기 복

수의 변조기들중 변조 차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조기(예: QPSK 변조기)가 선택된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변조기 선

택장치가 MPR과 하나의 주어진 임계값(MPR_THR)을 비교하고 그 비교 결과에 따라 QPSK의 변조 방식과, 16-QA

M의 변조 방식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변조기 

선택장치가 MPR과 두가지의 주어진 임계값을 비교하고 그 비교 결과에 따라 QPSK의 변조 방식과, 8-PSK의 변조 

방식과, 16-QAM의 변조 방식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예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임계값 MPR_T

HR은 QPSK의 변조 방식과 8-PSK의 변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설정하고, 다른 하나의 임계값 MPR_T

HR+ 는 8-PSK의 변조 방식과 16-QAM의 변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설정함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한

편, 상기 실시예에서는 MPR을 계산하고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는 예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만, 더 나아가

서 부호율을 부호기의 결정하는 동작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MPR은 변조

차수와 부호율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실시예로부터 MPR을 계산하고, 복수의 변조기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변조 차수를 결정하고, 부호기의 부호율을 결정하는 동작도 당연하게 유추될 수 있을 것이

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도 5의 구성에 대응하는 변조기 선택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복조기 선택기(601)은 송신기로부터 수신한 인코더 패킷 크기, 월시부호의 개수 및 서브패킷

당 슬롯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된 MPR을 미 리 결정된 기준값과 비교하여 송신기에서 사용한 변조방식을 결정한다. 

즉, 상기 변조기 선택기(601)는 611단계에서 송신기에서 사용한 인코더 패킷의 크기, 월시부호의 개수 및 서브패킷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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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의 개수를 결정한다. 그리고, 613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인코더 패킷의 크기, 상기 월시부호의 개수 및 서브패킷

당 슬롯의 개수를 가지고 상기 <수학식 3>을 이용해 MPR을 계산한다. 상기 MPR을 계산한후, 615단계에서 상기 계

산된 MPR을 미리 결정된 기준값(송신기와 동일한 값임)과 비교한다. 여기서, 상기 계산된 MPR이 상기 기준값보다 

클 경우 상기 복조기 선택기(601)은 617단계로 진행하여 16-QAM복조기(607)을 선택하는 제1스위칭신호(SW=B)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619단계로 진행하여 QPSK복조기(605)를 선택하는 제2스위칭신호(SW=A)를 출력한다.

스위치(603)은 상기 복조기 선택기(601)로부터의 스위칭신호에 의해 스위칭되어 입력데이터(수신데이타)를 상기 Q

PSK복조기(605) 혹은 16-QAM복조기(607)로 출력한다. 상기 QPSK복조기(605)는 상기 스위치(603)로부터의 데이

터를 QPSK복조하여 복조심볼을 출력한다. 상기 16-QAM복조기(607)은 상기 스위치(603)으로부터의 데이터를 16-

QAM복조하여 복조심볼을 출력한다.

상기한 설명에서, 기준값(MPR_THR)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으로 본 발명에서는 예를들어 1.5를 사용하였으며

, 이 값은 실험(simulation)에 의해서 최적의 값으로 정해질 수 있다. 이 방식에 의해서 현재 사용중인 데이터율 테이

블(Data Rate Table)이 없더라도 송신기와 수신기는 EP 크기와 AWS 그리고 NOS로부터 상응하는 변조방식을 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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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다시말해, 본 발명이 QPSK, 8-PSK, 16QAM 변조방식을 예로 들어 설

명하고 있지만, 본 발명이 상기한 변조방식들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다른 변조방식들에 대해서도 본 발명을 적용할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 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시간적으로 가변하는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주어진 환경하에서 최적의 

변조방식을 결정할수 있다. 즉, 최적의 변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송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시스템의 송신 장치에 있어서:

인코더 패킷을 입력하여 부호화하는 부호화기와,

상기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내는 서브패킷을 변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는 복수

의 변조기들과,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선택기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기는,

상기 인코더 패킷의 크기와 주어진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의 비에 의해 정해지는 MPR을 계산하고, 상기 복수의 변

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MPR을 주어진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인코더 패킷을 입력하여 부호화하는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내는 서브패킷을 변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는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 패킷의 크기와 주어진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의 비에 의해 정해지는 MPR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상기 MPR을 주어진 임계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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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 패킷을 입력하여 부호화하는 부호화기와,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며 상기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부호

어를 나타내는 서브패킷을 변조하는 복수의 변조기들을 포함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의 

변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변조 차수와 상기 부호화기의 부호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인코더 패킷의 크기와 주어진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의 비에 의해 정해지는 MPR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MPR을 주어진 임계값과 비교하고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의 변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변조 차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계산된 MPR과 상기 결정된 변조 차수에 의해 정해지는 상기 부호화기의 부호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인코더 패킷이 전송되는 시간 구간과, 사용가능한 월시 부호의 개수, 그리고 주

어진 전송율에 의해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사용가능한 월시 부호의 수가 최대일 때, 상기 인코더 패킷이 전송되는 시간 구간과

상기 주어진 전송율의 곱에 의해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중 상대적

으로 높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

중 상대적으로 낮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은 QPSK 변조기와 16-QAM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

신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16-QAM 변조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QPSK 변조기를 선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2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는 상기 인코더 패킷이 전송되는 시간 구간과, 사용가능한 월시부호의 

개수, 그리고 주어진 전송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는 사용가능한 월시 부호의 수가 최대일 때, 상기 인코더 패킷이 전송

되는 시간 구간과 상기 주어진 전송율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중 상대적으로 높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3.
제6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중 상대적으로 낮

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은 QPSK 변조기와 16-QAM 변조기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16-QAM 변조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QPSK 변조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는 사용가능한 월시 부호의 개수와 상기 서브 패킷당 슬롯 수와 한 슬

롯 구간동안 하나의 월시 부호에 곱해지는 변조심볼의 수의 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중 상대적으로 높은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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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중 상대적으로 

낮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0.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임계값은 QPSK 변조기와 16-QAM 변조기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16-QAM 변조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QPSK 변조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3.
통신시스템의 송신 장치에 있어서:

인코더 패킷을 입력하여 부호화하는 부호화기와,

서로 다른 변조 차수를 가지며 상기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부호어를 나타내는 서브패킷을 변조하는 복수의 변조

기들과,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의 변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변조 차수와 상기 부호화기의 부호율을 결정하기 위한 선택

기를 포함하고;

상기 선택기는,

상기 인코더 패킷의 크기와 주어진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의 비에 의해 정해지는 MPR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M

PR을 주어진 임계값과 비교하고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중 하나의 변조기를 선택하기 위한 변조 차수를 결정하고, 상기

계산된 MPR과 상기 결정된 변조 차수에 의해 정해지는 상기 부호화기의 부호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사용가능한 월시 부호의 개수와 상기 서브 패킷당 슬롯 수와 한 슬롯 구간동안 하나

의 월시 부호에 곱해지는 변조심볼의 수의 곱에 의해 상기 페이로드 변조 심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중 상대적

으로 높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의 변조 차수

중 상대적으로 낮은 변조 차수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변조기들은 QPSK 변조기와 16-QAM 변조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

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큰 경우 상기 16-QAM 변조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상기 MPR이 상기 임계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상기 QPSK 변조기를 선택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송신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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