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19936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B 1/5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02월25일

10-0419936

2004년02월11일

(21) 출원번호 10-2002-0041545 (분할) (65) 공개번호 10-2002-0064264

(22) 출원일자 2002년07월16일 (43) 공개일자 2002년08월07일

(62) 원출원 특허 10-1999-0016226

원출원일자 : 1999년05월06일 심사청구일자 1999년05월06일

(30) 우선권주장 JP-P-1998-00126522

JP-P-1999-00072768

1998년05월08일

1999년03월17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닛뽄덴끼 가부시끼가이샤

일본국 도요쿄오도 미나토구 시바 5쵸오메 7반 1고

(72) 발명자 오카무라유사쿠

일본국도쿄도미나토구시바5-7-1닛뽄덴끼가부시끼가이샤내

(74) 대리인 최달용

심사관 : 정재우

(54)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장치 및 방법

요약

잡음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전송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이 제공된다. ATU

-C(ADSL transceiver unit, central office end)측에 있는 매핑부가, 하향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향 방향으로의 데이터

의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

을 기억한다. ATU-R(ADSL transceiver unit, remote terminal end)에 있는 디매핑부는 또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한다. 하향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의 시간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하향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작은 주기에서의 비트 율이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고주파

대역의 각 반송파에 배분된다. 이것과 함께 하향 방향으로의 전송 용량이 확보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다중 반송파, 비트, 송신 파워, 잡음, 배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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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ISDN 라인에 의하여 ADSL 장치에서 발생된 누화잡음을 보여주는 누화잡음 도면.

도 2는 도 1에서 누화잡음의 양을 나타내는 잡음량 도면.

도 3은 종래의 ADSL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ATU-C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ATU-R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6a는 하향 SNR 평가부에서 평가되어진, NEXT 발생 및 FEXT 발생에서의 SNR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도면.

도 6b는 하향 SNR 평가부에서 평가된 SNR의 평균값에 대응하는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의 결정상태를 나타내는 도

면.

도 7은 345 심볼로 이루어진 하이퍼 프레임(hyper frame) 구조도.

도 8은 에코 캔슬러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1은 ATU-C 의 매핑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2는 ATU-C의 디매핑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은 ATU-R 의 매핑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4는 ATU-R의 디매핑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5a는 ISDN의 상방향의 시간에서의 주파수대와 비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5b는 ISDN의 하방향의 시간에서의 주파수대와 비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6은 ATU-R(2) 에서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7은 ATU-C(1) 에서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

도 18은 ATU-R(2)에서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의 동작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19는 비트 배분의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도 20은 도 18의 단계 S2에서 성능 마진의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21은 도 18의 단계 S5에서 성능 마진의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22는 입력신호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3은 도 18의 단계 S5에서 파워 배분 테이블의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24는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

도 25는 게인과 잡음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공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도 27a은 비트율과 상향 및 하향의 주파수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27b는 비트율과 상향 및 하향의 주파수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2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필터의 기능을 보여주는 블록도.

도 30은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1a는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비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1b는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비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2a는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비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2b는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비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블록도.

도 3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ATU-C 2 : ATU-R

3, 6 : 송신부 4, 5 : 수신부

7, 9 : 하이패스 필터 8, 10 : 로패스 필터

11, 18, 23, 30 : 레이트 컨버터 12, 24 : 매핑부

13, 25 : 퓨리에 역변환부 14, 26 :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

15, 27 : 아날로그/디지탈 변환부 16, 28 : 퓨리에 변환부

17, 29 : 디매핑부 20, 31 : 의사-랜덤신호 발생부

21 : 잡음동기 톤발생부 22, 32 : 비트·파워 배분 계산부

33 : 클럭 검출부 34 : 비트·파워 배분 선택부

43 : 하방향 SNR 평가부 44, 52 : FEXT SNR, NEXT SNR

45, 53 : 속도 적응 알고리즘부 46, 54 : 성능마진 계산부

47, 55 : 전송 속도 선택부 48, 56 :비트·파워 배분 계산테이블

51 : 상방향 SNR 평가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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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다중 반송파(multi-carrier)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을 실행하며, 특히 비트 배분 스위칭 시스템과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FDM)시스

템을 사용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xDSL(digital subscriber line)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그에 의하면 루프와 같은 금속 케이블을 사

용하여 수 메가비트/초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xDSL 중 x는 DSL의 여러 타입중의 어느 하나를 의

미하며,x는 그 기술에 따라 A, S, V 및 H와 같은 알파벳을 갖는다. 이 기술에서는 비대칭 디지탈 서브스크라이버 라

인(ADSL)기술이 특히 집중을 받고 있다. 이 ADSL 은 상향 방향과 하향 방향 사이에 다른 전송 속도를 가지며, 이러

한 비대칭성은 인터넷 액 세스를 위하여 적절한 것이다.

이러한 ADSL 장치는 모뎀(modulator-demodulator)으로써 DMT(discrete multi-tone) 시스템이라 불리는 것을 사

용하며, 디지탈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며, 변환된 신호들을 전송한다. 상기 DMT 시스템은 256 반송파에 

대해 직교 진폭 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QAM)를 적용한 변조를 실행하며, 변조된 반송파들은 고속 

퓨리에 역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IFFT)을 사용하여 멀티플렉스되어져 전송된다. 수신쪽은 고속 퓨리

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FFT)을 사용하여 상기 멀티플렉스된 신호들로부터 각 반송파를 추출하고, QMA로 

변조된 신호들에 대하여 복조를 수행하며, 이에 의해 고속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압축 멀티플렉싱(TCM;time compression multiplexing)시스템인 종합정보통신망(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ISDN)의 4 밀리언 루프 이상이 일본에서 설치되어 있다. 상기 ADSL을 위한 루프가 ISDN을 위한 루

프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 ADSL 루프의 통신속도를 저하시키는 누화잡음(cross-talk noise)이 ISDN 루프에 의

해 영향을 받아 발생된다. 이경우, ASDL용 루프가 ISDN용루프와 동일한 케이블 묶음에 설치되지 않도록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경우 작업자에게 너무 과중한 경비부담을 준다. 따라서, ISDN용 루프와 ASDL용 루프의 

동일 묶음에서 발생되는 누화잡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전송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송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도 1은 ADSL 장치에서 ISDN 라인에 의해 발생되는 누화잡음을 보여주는 누화 잡음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TCM 

시스템을 사용하는 ISDN 라인에 인접라인을 사용하는 ADSL 장치에서 발생된 누화잡음이 설명되어진다. 도 1에서, 

하향 데이터 전송이 ADSL 루프에서 실행되는 시간에 ATU-R(ADSL transceiver unit, remote terminal end)에서 

TCM-ISDN 루프의 데이터 전송에 의해 기인하여 발생되는 누화잡음이 보여진다.

상기 TCM-ISDN 루프에서는, 상향 및 하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매 1.25 밀리초 마다 교대로 실행된다. 상기 ADSL 

루프가 하향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고 상기 TCM-ISDN 루프가 상향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할 때, TCM-ISDN 

의 감쇠 전의 고전력 신호는 ADSL 루프의 감쇠된 신호에 영향을 미치며, 근단누화(near end cross-talk;NEXT)가 

상기 ATU-R에서 발생된다. 상기 ADSL 루프가 하향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고 상기 TCM-ISDN 루프가 하향으

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할 때, TCM-ISDN 의 신호는 ADSL 루프의 감쇠된 신호에 영향을 미치며, 원단누화(far end c

ross-talk;FEXT)가 상기 ATU-R에서 발생된다. 같은 종류의 영향이 ATU-C(ADSL transceiver unit, central offic

e end)에서 발생된다.

도 2는 도 1에서 누화잡음의 양을 보여주는 잡음량 도면이다. 도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NEXT에서 발생되는 잡음

량은 FEXT에서 보다 크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기 TCM-ISDN의 감쇠 전의 고전력 신호가 ADSL 루프의 감쇠

된 신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잡음량의 이러한 차이에 집중하여, 한 시스템이 제안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NEXT

가 발생되는 시간과 FEXT가 발생되는 시간 사이에 전송되어지는 데이터의 양을 스위칭함으로써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시스템은 DBM(dual bit-map) 이라고 불려지며, 도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잡음량이 적은 원단누화가 발생된 시

간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며, 잡음량이 많은 근단누화가 발생된 시간에 적은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루프가 TCM-ISDN 루프에 인접한 ADSL 장치에서는, 잡음량이 주기적으로 변하고, 따라서 각 

반송파의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SNR)는 상향 및 하향 방향의 각각에서 측정되며, 비트 배분이 이 측정

된 SNR에 대응하여 얻어진다.

도 3은 종래의 ADSL장치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종래의 ADSL장치의 구조가 설명된다.

ATU-C(300)의 전송부는, 외부장비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전송된 데이터가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이트 컨버터(301

),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고 각 반송파에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하는 매핑부(302), 상기 매핑의 출력인 다중점 직교진폭변조(QMA) 신호들에 대하여 각 

반송파에서 변조 및 다중송신을 실행하는 역고속퓨리에 변환 (IFFT)(303), 및 이러한 다중송신된 디지탈 출력을 하

향하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304)를 포함한

다.

상기 ATU-C(300)의 수신부는 상기 ATU-R(400)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신호들로 변환하는 ADC

(305)(analog to digital converter), 이러한 디지탈 신호들에 대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을 실행하는 FFT(306),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고 전송된 신호들을 복조하는 디

맵핑부(307), 및 비트 배분의 변화에 의한 데이터 전송의 량의 변화를 조정하여 일정한 속도로 외부장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레이트 컨버터(308)를 포함한다.

ATU-R(400)의 전송부는 외부장비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전송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이트 컨버터(401)

,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고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하는 매핑부(402), 이러한 매핑의 출력인 다중점 QAM 신호에 대하여 각 반송파에서 변조 

및 다중 송신을 실행하는 IFFT(403), 및 이 다중 송신된 디지탈 출력을 상향하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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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그 신호를 전송하는 DAC(404)를 포함한다.

상기 ATU-R(400)의 수신부는 상기 ATU-C(400)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신호들로 변환하는 ADC

(408), 이러한 디지탈 신호들에 대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을 실행하는 FFT(407),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

여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고 이 전송된 신호들을 복조하는 디매핑부(406), 및 비트 배분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데이터 전송의 변화량을 조정하고 이 데이터를 일정한 속도로 외부장비로 전달하는 레이트 컨버터(40

5)를 포함한다.

상기 ATU-C(300)은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0),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12)를 더 포함하며, 상기 ATU-R(

400)은 의사-랜덤신호 발생부(409),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410)을 더 포함한다.

도 4는 ATU-C(300)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12)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는 ATU-R(400)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410)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상기 ISDN이 하향 전송을 실행할 때, NEXT가 ATU-C(300)에서 발생되고, FEXT가 ATU-R(400)에서 발생된다. 

상기 ISDN이 상향 전송을 실행할 때, FEXT가 ATU-C(300)에서 발생되고, NEXT가 ATU-R(400)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잡음 환경 하에서 데이터 전송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0)(409)는 의사-랜덤 순서

들로 구성되며,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각 반송파에 차례로 할당된 데이터인 의사-랜덤신호들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0)(409)는 발생된 의사-랜덤신호들을 IFFT(303)(403)에 각기 출력하며, 그

이후 IFFT로부터 출력이 각 반대의 원격단에 출력된다.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12)(410)은, 상기 NEXT와 FEXT의 시간동안 반대 원격단의 의사-랜던신호 발생부(

309)(310)에서 발생된 의사-랜덤신호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을 위한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각 반

송파에서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한다.

상기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자단(own end)의 디매핑부에 기억되며, 반대 원격단의 디매핑부에 각기 

기억된다.

전술한 비트 배분 및 전력전송 배분을 계산하는 공정 플로우가 상세히 설명된다. 동일한 공정이 ATU-C(300)과 AT

U-R(400)에 대하여 실행되며, 따라서 하향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는 공정만을 설명한다.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되는 연습주기에서,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0)는 데이터 전송용 각 반송파의 진폭을 미리 예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해 할당된 전술한 데이터의 비트

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여 IFFT(303)에 출력한다.

상기 IFFT(303)는 진폭을 변조한 각 반송파에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실행하여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각 반송파에 가

산된 전압값을 출력한다. 상기 DAC(304)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값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루프로 

출력한다.

상기 ATU-R(400)은 ATU-C(300)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ADC(408)에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

으로 변환시킨다. 그 이후,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은 FFT(407)에서 고속 퓨리에 변환이 실행되며, 그 진폭이 변조된 

각 반송파가 취출되어진다.

FFT(407)에서 취출된 각 반송파는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410)로 출력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410)에서는, 각 반송파의 복수개 SNR값들이 하향 SNR 평가부(414)에서 발생된 

FEXT와 발생된 NEXT의 시간 모두에서 계산되며, 각 반송파의 SNR의 평균값이 계산된다.

도 6a는 발생된 NEXT와 FEXT에서 상기 SNR의 평균값을 보여주는 도면이며, 하향 SNR 평가부(414)에서 평가된다

. 상기 하향 SNR 평가부(414)는 NEXT SNR(415)에서 발생된 NEXT의 시간에서 SNR의 계산된 평균값을, FEXT S

NR(415)에서 발생된 FEXT의 시간에서 SNR의 계산된 평균값을 각기 보유한다.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 계산부(416)는 매 잡음 레벨에서 각 반송파의 SNR의 측정된 평균값에 의해 각 반송파

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디매핑부(406)로 출력되며, 디매

핑부(406)에 기억되며, 또한 매핑부(402)로도 출력된다.

도 6b는 하향 SNR 평가부(414)에서 평가된 SNR의 평균값에 대응하는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의 결정상태를 보여주

는 도면이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되는 연

습주기에서, 매핑부(402)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410)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를 설

정된 비트들의 번호로 설정된 반송파에 할당하며, IFFT(403)에 할당된 결과를 출력한다.

상기 IFFT(403)는 매핑부(402)로부터 전송된 설정된 반송파에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실행하며, 디지탈 형태로 전압

값을 출력한다. 상기 DAC(404)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으로부터 실제 전압값인 아날로그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아

날로그 신호를 루프로 출력한다.

상기 ATU-C(300)은 상기 ATU-R(400)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ADC(305)에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

압값으로 변환시킨다. FFT(306)는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며, 그 진폭을 

변조한 각 반송파를 끄집어 낸다.

디매핑부(307)는 지정된 비트들의 번호로 할당된 설정된 반송파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를 끄집

어내고, 끄집어내진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를 매핑부(302)로 출력하며, 그 정보는 매핑부(302)에 기억

된다.

전술한 공정에 의해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여, 상기 매핑부(302)(402)는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된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며, 각 반송파에 대해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한다. 디매핑부(307)(406)는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반대의 원격단에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실

행된 것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하여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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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상기 ATU-C(300)는 잡음동기 톤발생부(tone synchronized with noise generating section)(311)를 제공

하며, ATU-R(400)는 클럭 검출부(411)와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412)를 제공한다.

상기 ATU-C(300)에서 클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클럭이며, 이경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은 알

려져 있다. 예를 들어, 잡음이 TCM-ISDN으로부터의 누화잡음인 경우, NEXT와 FEXT가 매 1.25 밀리초마다 발생

되고, 따라서 각 반송파의 SNR도 또한 매 1.25 밀리초마다 변한다. 따라서, ATU-C(300)의 전송부에서, 설정된 반송

파의 진폭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된 1.25 밀리초 사이클로 변하는 클럭을 수신함에 의해, 상기 클럭은 AT

U-R(400)의 수신부로 전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잡음동기 톤발생부(311)는 상기 클럭과 동기함으로써 신호 레벨을 

변화시키는 잡음동기 톤신호를 발생하며, 그 잡음동기 톤을 ATU-R(400)으로 전송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잡음

동기 톤발생부(311)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클럭을 사용하여,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의 동기화로 

설정된 반송 파의 진폭을 변화시킨다.

클럭 검출부(411)는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 변화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며, 여기서 변화 타이밍은 

FFT(407)에 의해 끄집어내진다.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은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412)로 전송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412)는 클럭 검출부(411)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인식하

고, 매핑부(402)에서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하나를 선택하며, 잡음 레벨에 대응

하여 데이터 전송의 실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그리고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

택부(412)는 또한 디매핑부(406)에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하나를 선택하며, 복

조를 위해 사용하기 위햐여 ATU-C(300)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된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도 7은 345 심볼로 구성된 과프레임(hyperframe) 구조도이다. 도 7에서 보여지는 점선 A로부터의 좌측 심볼들은 IS

DN 루프(FEXT 발생)로부터 저 누화잡음을 가지며, 반송파에 많은 비트들을 할당할 수 있다. 도 7에서 점선 A와 B 

사이의 심볼들은 ISDN 루프(NEXT 발생)로부터 고 누화잡음을 가지며, 반송파에 적은 비트만을 할당할 수 있다. 전

송이 도 7에서 보여지듯이 ISDN으로부터 FEXT 발생 타이밍과 동기하는 심볼 0로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345번째

심볼의 수신 타이밍과 ISDN으로부터의 누화잡음의 스위칭 타이밍은 동기된다. 따라서, 다음 346번째 심볼로부터 심

볼들의 전송은 ISDN으로부터의 FEXT 발생 타이밍과 동기화시킴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선택부(412)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심볼의 매 전송순서

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ATU-C(300)은 에코 캔슬러(313)를 제공하며, ATU-R(400)은 에코 캔슬러(413)을 제공한다. 도 8은 하나의 에코 

캔슬러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대 도면이다. 도 8에서 보여지듯이, 전송능력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상향 및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일부가 중첩된다. 따라서, 상기 에코 캔슬러는 반사

로부터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제공된다.

IFFT의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의사-랜덤신호 발생부, 잡음동기 톤발생부 및 매핑부로부터의 신호들이 IFFT로 출

력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은 동시에 입력되지 않는다. 즉, IFFT는 다른 시간으로 입력된 신호에 대한 역고속 퓨리

에 변환을 실행하여 DAC로 출력한다.

전술한 각 장비는 도면에 도시하지 않은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이러한 시퀀서의 제어에 의해, 설정된 신호 출력시

간에서 상기 의사-랜덤신호 발생부 및 잡음동기 톤발생부는 IFFT로 신호들을 출력한다. IFFT는 시퀀서의 동작에 의

해 어떤 장비로부터 다음 신호가 입력되는 지 인식한다.

그러나, 에코 캔슬러를 사용하는 것은 장치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며 장치를 고가로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트맵(bitmap) 시스템의 특성을 활용하고 데이터 전송용량을 확보하는 간단한 구조의 전송시스템이 요구되

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송 용량을 확보하면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간단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다중 반송파 전송을 위한 시스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형태에 따르면, 본 발명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

경 하에서 제1 통신국과 제2 통신국 사이에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호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이다.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스위

칭하고, 상기 제2 통신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스위

칭하고, 상기 제1 통신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2 전송수단을 구비한다.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

이 큰 주기동안에, 상기 제2 전송수단이 상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제1 통신국으로의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트율을 상기 제1 전송수단이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

으로부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 행하는 비트율보다 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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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2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은,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에, 상기 제1 전송수단이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트율을 상기 제2 전송수단이 상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

트율보다 크게 한다.

본 발명의 제3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1 전송수단은,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

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제1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4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2 전송수단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

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제2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5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1 전송수단은,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

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1 기억수단, 및 상기 제1 기억수

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이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1 변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6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2 전송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

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2 기억수단, 및 상기 제2 기억수

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당의 두가지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방향

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이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

2 변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7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3 기억수단, 및 상기 제3 기억수단으로부터 비

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통신국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를 복조하는 제1 복조수단을 구비하는 제1 수신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8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4 기억수단, 및 상기 제4 기억수단으로부터 비

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통신국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 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

이터를 복조하는 제2 복조수단을 구비하는 제2 수신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9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7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

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의 데이터가 차례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

시켜 상기 제2 전송수단으로 출력하는 제2 의사-랜덤 신호 발생수단을 제공한다.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

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수신수단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 신호들을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

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두가지의 평균 신호대 잡음비(SNR)값을 계산하는 제1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수단, 및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SNR 계산수단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평균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계산하는 제1 비트·

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3 기억수단은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

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의 정보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상기 제1 변조수단에 출력하고, 상기 제1 전송

수단은 그것들을 상기 제2 통신국에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1 변조수단은,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평가하는 연습 주기에서,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의 두가지의 정보를 지정된 반송파에 각 비트의 지정된 수로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수신수

단에서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지정된 반송파를 수신하며, 상기 제2 복조수단에서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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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의 정보를 끌어내고, 상기 끌어낸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의 정보

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시킨다.

본 발명의 제10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8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

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의 데이터가 차례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

생시켜 상기 제1 전송수단으로 출력하는 제1 의사-랜덤 신호 발생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수신수단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 신호들을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

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두가지 종류의 평균 신호대 잡음비(SNR)값을 계산하는 제2 SNR(신호대 잡음비

) 계산수단, 및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SNR 계산수단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평균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계산하

는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4 기억수단은 상기 제2 비 트·송신 파워 배분계산

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상기 제2 변조수단에 출력

하고, 상기 제2 전송수단은 그것들을 상기 제1 통신국에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제2 변조수단은, 각 반송파에 할당되

는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평가하는 연습 주기에서,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지정된 반송파에 각 비트의 지정된 수로 할당한다. 그리고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수신수단에서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지정된 반송파를 수신하며, 상기 제1 복조수단에서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끌어내고, 상기 끌어낸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시킨다.

본 발명의 제11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9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상기 제1 전송수단의 후방 위치에서, 데이터를

갖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제1 필터

수단, 및 상기 제1 수신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2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9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상기 제2 전송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데이터를

갖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제3 필터

수단, 및 상기 제2 수신수단의 후방 위치에서,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4 필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3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8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동기화함으로써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킨 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클럭신호 발생수단을 제공하고, 상기 제1 전송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클럭신호 발생수단으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상기 클럭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수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클럭신호의 진폭의 변화로부터 잡음 레벨의 변

화 타이밍을 검출하는 클럭 검출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의 실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상기 클럭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의해 상기 제2 변조수단에 지정하며, 상기 제4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데이터의 복조를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통신

국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상기 제2

복조수단에 지정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 선택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4 형태에 따르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제1 통신국과 제2 통신국 사이

에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호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외

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제1 임시기억수단, 상기 제1 통 신국으로부터 상기 제2 통

신국으로 되는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제1 통신

국으로 되는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1 기억수단,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또한 상기 제1 임시기억수단에 기억

된 데이터를 읽어내며, 데이터 전송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

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며, 상기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제1 변조수단, 상기 제1 

변조수단에서 변조된 진폭을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가산하여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하는 

제1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역고속 퓨리에 변환)수단, 상기 제1 IFFT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제1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수단을 

제공하는 전송수단, 및 상기 제1 DAC수단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

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1 필터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1 변조수단에 의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

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한다.

본 발명의 제15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4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제2 임시기억수단,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

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

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2 기억수단,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또한 상기 제2 임시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터를 읽어내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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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전송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며, 상기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

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복조하는 제2 변조수단, 상기 제2 변조수단에서 변조된 

진폭을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가산하여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하는 제2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역고속 퓨리에 변환)수단, 상기 제2 IFFT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제2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수단을 제공하는 전송수단, 및 상

기 제2 DAC수단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3 필터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2 변조수단에 의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을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한다.

본 발명의 제16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4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

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환하는 제1 ADC(analog to d

igital converter)수단, 상기 제1 ADC 수단으로부터의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퓨리에 변환

을 실행하고,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꺼내는 제1 FFT(fast Fourier transform) 수단, 상

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된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3 기억수단, 상기 제3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

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상기 제2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1 FFT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

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제1 복조수단, 상기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제1 복조수단에

의해 끄집어진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제3 임시기억수단을 제공하는 수신수단, 및 상기 수신수단의 전방 위

치에서, 상기 제2 통신수단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 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7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5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

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환하는 제2 ADC(analog to d

igital converter)수단, 상기 제2 ADC 수단으로부터의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퓨리에 변환

을 실행하고,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제2 FFT(fast Fourier transform) 수

단,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

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각 반송

파를 위해 사용된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4 기억수단, 상기 제4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2 FFT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제2 복조수단, 상기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제2 복조수단에 의해 끄집어진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제4 임시기억수단을 제공하는 수신수단, 및 상기 

수신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제1 통신수단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

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4 필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18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7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 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에 의해 할당되는 지정된 데이터의 비

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시키고, 그 결과를 상기 제2 IFFT 수단으로 출력하는 제2 의사-랜덤 신호 발

생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FFT수단에에 의해 끄집어내진 그 진폭이 변조된 상

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

의 각 반송파의 두가지 종류의 신호대 잡음비(SNR) 평균값을 계산하는 제1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수단, 및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SNR 계산수단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평균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계산하는 제1 비트·

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3 기억수단에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가 기억되며, 또한 그것들은 상기 제1 변조수단으로 출력되고,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출력되며, 상기 제1 변조수단은,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이 평가되는 연습 주기

에서,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고, 이것을 

가지고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지정된 반송파에 각 비트들의 지정된 수로 할당하며, 그 결과를 상기 제1 IFFT 수단으로 출력하며, 상기 제2 통신국

은, 상기 제2 복조수단에서 상기 제2 FFT 수단으로부터 끄집어내진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비

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끌어내고, 상기 끄집어낸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시킨다.

본 발명의 제19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7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

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에 의해 할당되는 지정된 데이터의 비트

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시키고, 그 결과를 상기 제1 IFFT 수단으로 출력하는 제1 의사-랜덤 신호 발생

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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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FFT수단에에 의해 끄집어내진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두가지 종류의 신호대 잡음비(SNR) 평균값을 계산하는 제2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수단, 및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에서, 상기 제2 SNR 계산수단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평균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

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계산하는 제2 비트·송

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제4 기억수단에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

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가 기억되며, 또한 그것들은 상기 제2 변조수단으로 출력되고, 상기 제1 통

신국으로 출력되며, 상기 제2 변조수단은,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이 평가되는 연습 주기에

서,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고, 이것을 가

지고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지정

된 반송파에 각 비트들의 지정된 수로 할당하며, 그 결과를 상기 제2 IFFT 수단으로 출력하며, 상기 제1 통신국은, 상

기 제1 복조수단에서 상기 제1 FFT 수단으로부터 끄집어내진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비트 배분

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끌어내고, 상기 끄집어낸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시킨다.

본 발명의 제20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7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시킴으로써,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잡음과 동기된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상기 제1 IFFT수단으로 출력

하는 잡음 발생수단과 동기된 신호를 제공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FFT 수단으로부터 끄집어낸 상기 지정

된 반송파의 진폭의 변화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는 타이밍 검출수단, 및 상기 타이밍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의해,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

류로부터, 상기 제2 변조수단으로,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

의 지정을 실행하며, 상기 제4 기억수단에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데이터의 복조

를 위한 상기 제2 복조수단으로,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본 발명의 제21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

대이다.

본 발명의 제22 형태에 따르면, 상기 제1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고주파

대이다.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제2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를 분리한다.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

2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2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이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1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 보

다 크게 만들어진다.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

1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이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2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만들어진다. 이 때

문에 본 발명은 변화하는 잡음 레벨이라는 잡음 환경 하에서 주파수 분할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재의 통신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통신 능력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 제1 방향과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 되는 

주파수대들이 분리되어져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에코 캔슬러(echo canceler)가 설치될 필요가 없어진다

.

제1 통신국에서는,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2 방

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1 방향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제1 주파수대의 반송

파에 대한 비트 배분은,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제1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할당된다. 이것에 의해 제1 방향으로의 전송 용량

이 잡음 레벨이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확보되어진다.

제2 통신국에서는,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2 방

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2 방향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제2 주파수대의 반송

파에 대한 비트 배분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제2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 써 할당된다. 이것에 의해 제2 방향으로의 전송능력

이 잡음 레벨이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확보되어진다.

제1 통신국에서는,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상기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

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을 사용하여 복조된다. 이것에 의해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데이터의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지라도, 데이터는 제1 통신국에서 복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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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신국에서는,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상기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상기 제1 통신국

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잡음 사이클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

워 배분을 사용하여 복조된다. 이것에 의해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데이터의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지라도, 데이터는 제2 통신국에서 복조될 수 있다.

제2 통신국에서는,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인 계열 데이터로 할당된 의사-랜덤신호가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발생되며, 제1 통신국으로 전송된다. 제1 통신국에서는,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상기 의사-랜덤신호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 이것에 의해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될 수 있다.

제1 통신국에서는,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인 계열 데이터로 할당된 의사-랜덤신호가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발생되며, 제2 통신국으로 전송된다. 제2 통신국에서는,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상기 의사-랜덤신호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 이것에 의해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23 형태에 따르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잡음이 커지 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

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함으로써,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전송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4 형태에 따르면, 제23 형태에서, 상기 제1 전송수단은,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1 주파

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는 제1 기억수단, 및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

류를 읽어내고,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대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1 변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5 형태에 따르면, 제23 형태에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

워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

당되는 비트 배 분을 기억하는 제2 기억수단, 및 상기 제2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복조수

단을 포함하는 수신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6 형태에 따르면, 제25 형태에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상기 전송수단의 후방 위치에서, 데이

터를 갖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제1

필터수단, 및 상기 수신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

터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7 형태에 따르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제1 임시기억수단,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반대

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

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1 기억수단,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

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또한 상기 제1 임시기억수단에 기억된 데이터를 읽어내며, 데이터 전

송시 잡음 레벨에 대응하 여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며, 상기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제1 변조수단, 상기 제1 변조수단에서 변조된 진폭을 상

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가산하여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하는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

sform, 역고속 퓨리에 변환)수단, 상기 IFFT 수단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 수단을 제공하는 전송수단, 및 상기 DAC수단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1 필터

수단을 제공하며, 상기 변조수단에 의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한다.

본 발명의 제28 형태에 따르면, 제27 형태에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

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환하는 ADC(an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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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igital converter)수단, 상기 ADC 수단으로부터의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퓨리에 변환

을 실행하고,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FFT(fast Fourier transform) 수단, 상

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반

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된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2 기억수단, 상기 제2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

지 종류를 읽어내고,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FFT 수단으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복조수단, 상기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복조수단에 의해 끄집어

진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제2 임시기억수단을 제공하는 수신수단, 및 상기 수신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9 형태에 따르면, 제23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이

다.

본 발명의 제30 형태에 따르면, 제23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이

다.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로부터 반대의 통신국으로 데이

터 전송을 실행하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로 데이터 전

송을 실행한다. 비트 배분이,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발명은 잡음 레벨이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주파수 분할

을 사용하는 현존하는 통신 시스템들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통신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주파수 분할 시

스템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어져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고, 에코 캔슬러와 같은 복잡한 장치가 설치될 

필요가 없게 된다.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

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

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비트 배분은,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할당된다. 이렇게 하

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이 실행될 수 있다.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반대의 통신국

으로부터 전송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 및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

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 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

하여 복조된다. 이렇게 하여 비록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여도 전

송된 데이터는 변화에 대응하여 복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31 형태에 따르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제1 통신국와 제2 통신국 사이

에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상호적으로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에서의 다중 반송파 전송 방

법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

당된 비트 배분을 스위칭하는 스위칭 공정, 스위칭된 비트 배분에 대응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

를 할당하는 할당 공정, 및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데이터 할당된 각 반송파를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전송 공정

을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전송 공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2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데이

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을 스위칭하는 스위칭 공정, 스위칭된 비트 배분에 대응

하여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할당 공정, 및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데이터 할당된 각 반송

파를 상기 제1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전송공정을 포함하는 제2 데이터 전송 공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다중 반송

파 전송 방법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

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제1 통신국으로의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이 상기 제1 주파수대 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

다 크게 한다.

본 발명의 제32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은,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

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이 상기 제2 주파

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한다.

본 발명의 제33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데이터 전송 공정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

게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고, 데이터 전송을 실행한다.

본 발명의 제34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2 데이터 전송 공정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

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고, 데이터 전송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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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5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

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의 데이터가 차례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시

키는 제1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 및 상기 제1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에서 발생된 상기 의사-램덤신호들을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1 전송공정을 제공한다.그리고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

기 의사-랜덤신호들을 수신하는 제1 수신공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

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수신공정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신호들

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신호대 잡음비(S

NR)값을 계산하는 제1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공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

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SNR 계산공정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

의 상기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는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1 기억공정, 및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

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상기 제1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2 전송공정을 제공한다. 그

리고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수신하는 제

2 수신공정, 및 상기 제2 수신공정에 의해 수신된 상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기억하는 제2 기억공

정을 제공하며, 상기 제1 데이터 전송공정은, 상기 제2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 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

서의 비트율이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

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1 변조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6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

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의 데이터가 차례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시

키는 제2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 및 상기 제2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에서 발생된 상기 의사-램덤신호들을 상기

제1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3 전송공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

기 의사-랜덤신호들을 수신하는 제3 수신공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

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3 수신공정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신호들

을 사용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신호대 잡음비(S

NR)값을 계산하는 제2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공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

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SNR 계산공정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

의 상기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는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3 기억공정, 및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공정에

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4 전송공정을 제공한다. 그

리고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수신하는 제

4 수신공정, 및 상기 제4 수신공정에 의해 수신된 상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기억하는 제4 기억공

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제2 데이터 전송공정은, 상기 제4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2 변조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7 형태에 따르면, 제36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3 기억공정에 의해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를 복조하는 제1 복조공정을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수신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8 형태에 따르면, 제35 형태에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기억공정에 의해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를 복조하는 제2 복조공정을 포함하는 제2 데이터 수신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39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1 데이터 전송공정은,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

적으로 기억하는 제1 임시기억공정, 상기 제1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

출하는 제1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상기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각 반송파에 할

당되는 비트 배분을 선택하는 제1 선택공정,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제1 변조공정, 상기 

제1 변조공정에서 진폭을 변조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가산하고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하

는 제1 IFFT 공정, 상기 제1 IFFT공정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

프로 출력하는 제1 DAC 공정, 상기 제1 DAC공정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

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1 필터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0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2 데이터 전송공정은,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

적으로 기억하는 제2 임시기억공정, 상기 제2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

출하는 제2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독출공정에 의해 독 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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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상기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선택하는 제2 선택공정,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

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제2 변조공정, 상

기 제2 변조공정에서 진폭을 변조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가산하고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

하는 제2 IFFT 공정, 상기 제2 IFFT공정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제2 DAC 공정, 상기 제2 DAC공정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1 형태에 따르면, 제37 형태에서, 상기 제1 데이터 수신공정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3 필터공정, 상기 제2 주

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

환하는 제1 ADC 공정, 상기 제1 ADC공정으로부터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고속퓨리에 변환을 실행하

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제1 FFT 공정, 상기 제3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

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3 독출공정, 상기 제3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에서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는 제3 선택공정, 상기 제3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1 FFT공정에서 끄집어내진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제1 복조공정, 및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제1 복조공정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3 임시기억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2 형태에 따르면, 제38 형태에서, 상기 제2 데이터 수신공정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4 필터공정, 상기 제1 주

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

환하는 제2 ADC 공정, 상기 제2 ADC공정으로부터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고속퓨리에 변환을 실행하

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제2 FFT 공정, 상기 제1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

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4 독출공정, 상기 제4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1 통신국에서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는 제4 선택공정, 상기 제4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2 FFT공정에서 끄집어내진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제2 복조공정, 및 데이터의 출력량 을 일정값으로 하

기 위해 상기 제2 복조공정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4 임시기억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3 형태에 따르면, 제38 형태에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시킴으로써,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잡음와 동기된 신호를 발생시키는 잡음 동기신호 발생공정, 및 상기 잡음 동기신

호 발생공정에서 발생된 잡음 동기신호를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5 전송공정을 제공하며, 상기 제2 통신국

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잡음 동기신호를 수신하는 제5 수신공정, 상기 제5 수신수단에서 수신된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의 변화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는 타이밍 검출공정, 및 상기 타이밍 검

출공정에 의해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의해, 상기 제4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2 변조공정으로,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지정을 실행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공정을 제공하며,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으로부터 상기 제2 복조공정으로,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

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본 발명의 제44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수

대이다.

본 발명의 제45 형태에 따르면, 제31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주파수대는 고주파수

대이다.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제2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를 분리한다.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

2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2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이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1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 보

다 크게 만들어진다.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

1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이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제2 방향으로의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만들어진다. 이 때

문에 본 발명은 변화하는 잡음 레벨이라는 잡음 환경 하에서 주파수 분할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재의 통신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통신 수행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 제1 방향과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대들이 분리되어져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에코 캔슬러(echo canceler)가 설치될 필요가 없어진다

.

제1 통신국에서는,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2 방

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1 방향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제1 주파수대의 반송

파에 대한 비트 배분은,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제1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 써 할당된다. 이것에 의해 제1 방향으로의 전송 용

량이 잡음 레벨이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확보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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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신국에서는,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2 방

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2 방향으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제2 주파수대의 반송

파에 대한 비트 배분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제2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할당된다. 이것에 의해 제2 방향으로의 전송 용량

이 잡음 레벨이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확보되어진다.

제1 통신국에서는,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전송 배분과,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상기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으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

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 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을 사용하여 복조된다. 이것에 의해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데이터의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지라도, 데이터는 제1 통신국에서 복조될 수 있다.

제2 통신국에서는,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전송 배분과,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상기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으로부터 상기 제1 통신국

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잡음 사이클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

워 배분을 사용하여 복조된다. 이것에 의해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하는 데이터의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지라도, 데이터는 제2 통신국에서 복조될 수 있다.

제2 통신국에서는,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인 계열 데이터로 할당된 의사-랜덤신호가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발생되며, 제1 통신국으로 전송된다. 제1 통신국에서는,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상기 의사-랜덤신호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 이것에 의해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될 수 있다.

제1 통신국에서는,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인 계열 데이터로 할당된 의사-랜덤신호가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발생되며, 제2 통신국으로 전송된다. 제2 통신국에서는,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상기 의사-랜덤신호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 이것에 의해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46 형태에 따르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의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에서,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스위칭하는 비트 배분 스위칭공정, 상기 스위칭된 비트 배분

을 사용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할당공정, 및 데이터가 할당된 상기 제1 주파수대

의 각 반송파를 반대의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반송파 전송공정을 포함하는 전송공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방법은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 레벨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한다.

본 발명의 제47 형태에 따르면, 제46 형태에서, 상기 전송공정은,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

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한 제1 기억공정으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1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독출공정으로부터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스위칭하는 제1 선택공정, 및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

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

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선택공정에 의해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을사용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변조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8 형태에 따르면, 제46 형태에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

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한 제2 기억공정으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

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2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독출공정으로부터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스위칭하는 제2 선택공정, 및 상기 제2 선택공정에 의해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복조공정을 포함하는 수신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9 형태에 따르면, 제46 형태에서, 상기 전송공정은,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

하는 제1 임시기억공정,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

기에서, 상기 제1 기억공정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두가지 종류 및 상기 제1 임시기억공정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독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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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1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상기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각 반송파에 할

당되는 비트 배분을 선택하는 제1 선택공정, 상기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제1 선택공정에 의해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1 선택공정으로부터 독출된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

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변조공정, 상기 변조공정에서 진폭을 변조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가산하고 디지

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하는 IFFT 공정, 상기 IFFT공정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

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DAC 공정, 및 상기 DAC공정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1 필터공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 방법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

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 워 배분을할당한다.

*본 발명의 제50 형태에 따르면, 제48 형태에서, 상기 제1 수신공정은, 상기 수신공정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

는 제2 필터공정,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환하는 ADC 공정, 상기 ADC공정으로부터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고

속퓨리에 변환을 실행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FFT 공정, 상기 다중 반

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기억공정

에서 기억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

당되는 비트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2 독출공정,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

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함으로써, 상기 FFT공정으로

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복조공정, 및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

기 위해 상기 복조공정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2 임시기억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51 형태에 따르면, 제46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 파수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

수대이다.

본 발명의 제52 형태에 따르면, 제46 형태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주파수대는 고주파수

대이다.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은,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로부터 반대의 통신국으로 데이

터 전송을 실행하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로 데이터 전

송을 실행한다. 비트 배분이,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 발명은 잡음 레벨이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주파수 분할

을 사용하는 현존하는 통신 시스템들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통신 수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주파수 분할 시

스템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어져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

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

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비트 배분은,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할 당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이 실행될 수 있다.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반대의 통신국

으로부터 전송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 및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

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기억된다.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

여 복조된다. 이렇게 하여 비록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여도 전송

된 데이터는 변화에 대응하여 복조될 수 있다.

이하,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장치 및 방법의 실시예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9 내지 도 33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설명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이 ADSL 시

스템에 적용된 것이다. 도 9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본 실시예는 중앙국인 ATU-C(1), 원격단으로써 ATU-R(2)을 제

공한다.

ATU-C(1)은 전송부(3) 및 수신부(5)를 제공하며, ATU-R(2)은 전송부(6) 및 수신부(4)를 제공하며, 이들은 각기 중

요한 기능을 갖는다. ATU-C(1)의 전송부(3)의 후방 위치에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에 의해 발생

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하이패스 필터(high-pass filter)(7)가 제공된다. ATU-R(2)의 수신부(4)의 전

방 위치에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하이패스 

필터(high-pass filter)(9)가 제공된다. 전술한 바와 동일하게, ATU-C(1)의 수신부(5)의 전방 위치에 상향 데이터 전

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로패스 필터(low-pass filter)(8)가 

제공된다. ATU-R(2)의 전송부(6)의 후방 위치에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로패스 필터(10)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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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0에서 전송 및 수신의 기능들이 상세히 설명된다. 

도 10을 참조하여 ATU-C(1) 및 ATU-R(2)의 전송부 및 수신부의 상세한 구조가 설명된다.

ATU-C(1)의 전송부(3)는 외부장비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전송된 데이터가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이트 컨버터(11),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고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하는 매핑부(12), 상기 매핑의 출력인 다중점 QAM(직교 진폭 변조) 신호를 위한 각 반송파에서의 변조 

및 다중 송신을 실행하는 고속 퓨리에 역변환(IFFT)(13), 및 이 디지탈 다중송신된 출력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디지탈/아날로그 변환부(DAC)(14)를 제공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반송파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하이패스 필터(7)가 전송부(3)의 후방 위치에 제공되어 있다. 도 11은 매핑부(12)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1에서 보 여지는 것처럼, 매핑부(12)는 반송파들의 진폭을 변조하고 그 데이터를 반송파들

에 할당하는 변조부(35) 및 각 반송파에 할당하기 위한 비트 배분 및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

억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6)로 구성되어 있다.

ATU-C(1)의 수신부(5)는 ATU-R(2)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신호들로 변환시키는 아날로그/디지

탈 변환부(ADC)(15), 이러한 디지탈 신호들에 대해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는 FFT(16),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

에 대응하여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여 전송된 신호들로 복조하는 디매핑부(17), 및 비트 배분의 변

화에 기인한 데이터 전송량의 변화를 조정하고 그 데이터를 외부장비로 일정한 속도로 전달하는 레이트 컨버터(18)를

제공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반송파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로패스 필터(8)가 수신부(5)의 전방 위

치에 제공된다. 도 12은 디매핑부(17)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디매핑부(17)는 A

TU-R(2)로부터 전송된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 내는 복조부(37) 및 상기 복조부(37)의 복조를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 을기억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8)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ATU-C(1)은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랜덤신호 발생부(20), 잡음동기 톤발생부(21), 및 비트·송

신 파워 배분 계산부(22)를 더 제공한다.

각 반송파를 위해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되는 연습주기에서는 상

기 의사-랜덤신호 발생부(20)는 하향 데이 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각 반송파에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로 구성된 데

이터가 차례로 할당된 의사-랜덤신호들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IFFT(13)로 출력한다. 잡음동기 톤발생부(21)는 설

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잡음과 동기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고 IF

FT(13)로 출력시킨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는 ATU-R(2)로부터 전송된 의사-램덤신호들을 사용

하여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매 잡음 레벨당 각 반송파의 복수의 SNR을 계산하고,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

트 배분과 각 반송파의 계산된 SNR의 평균값에 의하여 매 잡음 레벨당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며, 디매핑부(17)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8)에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또한 

매핑부(12)로 출력한다.

ATU-R(2)의 전송부(3)는 외부장비로부터 일정한 속도로 전송된 데이터가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레이트 컨버터(23),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고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하는 매핑부(24), 상기 매핑의 출력인 다중점 QAM(직교 진폭 변조) 신호를 위한 각 반송파에서의 변조 

및 다중 송신을 실행하는 고속 퓨리에 역변환(IFFT)(25), 및 이 디지탈 다중송신된 출력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DAC(26)를 제공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반송파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로패스 필터(10)가 전송부(3)의 후방 위치에 제공되어 있다. 도 13은 매핑부(24)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매핑부(24)는 반송파들의 진폭을 변조하고 그 데이터를 반송파들에 할당하는 변조 부(39) 

및 각 반송파에 할당하기 위한 비트 배분 및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0)로 구성되어 있다.

ATU-R(2)의 수신부(4)는 ATU-R(1)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들을 디지탈 신호들로 변환시키는 ADC(27), 이러

한 디지탈 신호들에 대해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는 퓨리에 변환부(FFT)(28),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

여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여 전송된 신호들로 복조하는 디매핑부(29), 및 비트 배분의 변화에 기인

한 데이터 전송량의 변화를 조정하고 그 데이터를 외부장비로 일정한 속도로 전달하는 레이트 컨버터(30)를 제공한

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반송파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하이패스 필터(9)가 수신부(4)의 전방 위치에 

제공된다. 도 14는 디매핑부(29)의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디매핑부(29)는 ATU-

C(1)로부터 전송된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 내는 복조부(41) 및 상기 복조부(41)의 복조를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2)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ATU-R(2)은 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 클

럭 검출부(33), 및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를 더 제공한다.

각 반송파를 위해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되는 연습주기에서는 상

기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는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각 반송파에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로 구성된 데

이터가 차례로 할당된 의사-랜덤신호들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IFFT(25)로 출력한다. 상 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는 ATU-C(1)로부터 전송된 의사-램덤신호들을 사용하여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매 잡음 레벨

당 각 반송파의 복수의 SNR을 계산하고,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각 반송파의 계산된 SNR의 평균값에 의

하여 매 잡음 레벨당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며, 디매핑부(29)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

억부(42)에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또한 매핑부(24)로 출력한다.

ATU-C(1)에서 클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클럭이며, 이경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은 알려져 있

다. 예를 들어, 잡음이 TCM-ISDN으로부터의 누화잡음인 경우, NEXT 및 FEXT가 매 1.25 밀리초당 발생되어, 각 

반송파의 SNR도 또한 매 1.25밀리초당 변한다. 따라서, ATU-C(1)의 전송부(3)에서는 설정된 반송파의 진폭이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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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1.25 밀리초 사이클로 변하는 클럭을 수신함에 의해, 상기 클럭은 ATU-R(2)의 수신

부(4)로 전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잡음동기 톤발생부(21)는 상기 클럭과 동기화함에 의해 신호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잡음과 동기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고, ATU-R(2)로 잡음과 동기된 톤을 전송시킨다. 잡음과 동기된 이러한 신호는 클

럭 검출부(33)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로 출력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는 상기 클럭 검출부(33)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인식

하며, 매핑부(24)에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는 데이터의 복조시간을 사용하여 상기 디매핑부(29)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지정한다.

IFFT의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의사-랜덤신호 발생부, 잡음동기 톤발생부,및 매핑부로부터의 신호들은 I

FFT로 출력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은 동시에 입력되지 않는다. 즉, 상기 IFFT는 다른 시간으로 입력된 신호에 

대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DAC로 출력한다. 그리고 전술한 각 장치는 도면에서 표시하지 않은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시퀀서의 제어에 의해, 설정된 신호 출력타이밍에서 상기 의사-랜덤신호 발생부 및 잡음동기 톤

발생부는 신호들을 IFFT로 출력한다. IFFT는 다음 신호가 어떤 장비로부터 입력되는 지를 시퀀서의 동작에 의해 인

식한다.

본 발명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다중 반송파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구조를 갖는 ADSL 시스템이 TCM-ISDN 루프로부터 주기적으로 변하는 누화잡음을 수신하는 경우에서 설명

된다.

TCM-ISDN 루프에서, 상향 및 하향 데이터 전송이 매 1.25 밀리초당 교대로 실행된다. ADSL 루프가 TCM-ISDN 

루프의 데이터 전송방향의 스위칭 타이밍과 동기하는 TCM-ISDN 루프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NEXT 및 FEXT가 

ADSL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된다.

전기통신이 종래의 ADSL 기술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기적인 누화잡음에 의하여, 많은 량의 에러가 고 

잡음상태인 NEXT가 발생된 시간에 발생된다. 더구나, NEXT하에서 전송율이 전기통신에 설정된 경우에는 전송율이

현저히 감소된다.

도 15a는 ISDN의 상향 방향의 시간에서의 주파수대와 비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5b는 ISDN의 하

향 방향의 시간에서의 주파수대와 비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데이터의 전송 용량을 확보한다. 도 15a에서 보

여지는 것처럼, 하향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크게 되는 주기에서, 본 발명은 저주파수대 반송파들을 사용하는 

전송의 상향 비트율을 고주파수대 반송파들을 사용하는 전송의 하향 비트율보다 크게 한다. 도 15b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상향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크게 되는 주기에서, 본 발명은 고주파수대 반송파들을 사용하는 전송의 하

향 비트율을 저주파수대 반송파들을 사용하는 전송의 상향 비트율보다 크게 한다. 더구나, 현존하는 FDM-xDSL의 

모뎀과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향 및 상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들은 분리되며, 저주

파수대의 반송파는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며, 고주파수대의 반송파는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다.

다음으로, 전술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계산되는 연습주기에서, ATU-C(1)의 의

사-랜덤신호 발생부(20)는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이 의사-랜덤 순서에 

기초하여 할당되는 설정된 데이터의 비트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되는 의사-랜덤신호들을 발생시키고, 그 결

과를 IFFT(13)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변조는 4 QAM (4 직교 진폭 변조)라 불리며, 상기 데이터의 순서에 대응하는 

반송파의 진폭은 배열(constellation)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배열은,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의 순서가 그 위상이 서

로 직교하는 동일 주파수의 반송파에 의해 형성되는 2차원 좌표상에서 좌표에 대응되는 것을 의미한다.

IFFT(13)는 그 진폭이 변조된 이러한 반송파에 대하여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며, 각 반송파에 가산한다. 이러

한 과정에 의해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이 출력된다. DAC(14)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의 전압값인 아날

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결과를 루프로 출력한다.

ATU-R(2)에서는 ADC(27)에서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변환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이 취출되어 진다. FFT(28)는 디

지탈 형태의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그 진폭이 할당된 데이터에 대응하여 변조된 고주파수대

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며, 이경우 각 반송파는 의사-랜덤신호이다. 이러한 의사-랜덤신호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로 전송되어지고,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SNR 값이 NEXT이 발생된 

시간 및 FEXT가 발생된 시간에 각기 계산된다. 계산된 복수개의 SNR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각 반송파의 비트 배

분 및 전송 전력 배분이라는 두가지 종류가 NEXT이 발생된 시간 및 FEXT가 발생된 시간에 계산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는 상기 계산된 두가지의 하향 비트 배분 및 전송 전력 배분을 디매핑부(29)에

출력하며, 이러한 계산된 배분을 디매핑부(29)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2)에 기억시키며, 그 계산된 결과를 

매핑부(24)에 출력한다.

매핑부(24)는, 각기 전술한 4 QAM에 의해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정보와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의 정

보 2 비트를 지정된 반송파에 할당하며, 그 할당된 결과를 IFFT(25)로 전송한다.

상기 IFFT(25)는 역고속 퓨리에 변환에 의해 상기 지정된 반송파들에 가산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출력한다. DA

C(26)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의 전압값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아날로그 신호를 회선(루프)로 출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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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C(1)에서, ADC(15)는 ATU-R(2)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으로 변환시키고, FFT

(16)는 디지탈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할당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된 상기 지정

된 반송파를 끄집어낸다.

디매핑부(17)는 반송파를 복조하고,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정보와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끄집어내진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는 매핑부(12)로 전송되고, 매핑부(12)내의 도 11에서 보여지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6)에 기억된다.

매핑부(12)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대응하여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매핑부(12)는 또한 디매핑부(

29)에 기억된 하향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에 기초하여 반대의 원격단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연습주기에서, ATU-R(2)에 있는 의사-랜덤신호 발생부(31)는,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대의 각 반

송파의 진폭이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기초하여 할당된 지정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된 의사-랜덤신호

를 발생시킨다. 상기 의사-랜덤신호는 IFFT(25)로 출력된다. 상기 지정된 데이터에 대응하는진폭으로의 이러한 변조

는 전술한 4 QAM에 의해 실행된다.

IFFT(25)는 이러한 진폭변조된 반송파로 구성된 의사-랜덤신호에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각 반송파에 가산

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출력한다. DAC(26)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 전압값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한다.

ATU-C(1)에서 ADC(15)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전압값으로 변환시킨다. FFT(16)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에 고

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그 진폭이 할당된 데이터에 대응하여 변조된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제거하고, 이 경우 

각 반송파는 의사-랜덤신호이다. 이러한 의사-랜덤신호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로 전송되며, 상향 데이

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복수개의 SNR값이 NEXT이 발생된 시간 및 FEXT가 발생된 시간

에 각기 계산된다. 계산된 복수개의 SNR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NEXT이 발생된 시간 및 FEXT가 발생된 시간에 계산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는 상기 계산된 두가지 종류의 상향 비트 배분 및 전송 전력 배분을 디매핑부(

17)에 있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8)로 출력하고, 그들을 또한 매핑부(12)에 출력한다.

매핑부(12)는, 각기 전술한 4 QAM에 의해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 2 비트를 지정된 반송파에 할당하며, 그 할당된 결과를 IFFT(13)로 전송한다.

상기 IFFT(13)는 역고속 퓨리에 변환에 의해 상기 지정된 반송파들에 가산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출력한다. DA

C(14)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의 전압값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아날로그 신호를 루프로 출력한다.

*ATU-R(2)에서, ADC(27)는 ATU-C(1)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으로 변환시키고, FF

T(28)는 디지탈 전압값에 대하여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할당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된 상기 지

정된 반송파를 끄집어낸다.

디매핑부(29)는 반송파를 복조하고,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정보와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끄집어내진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정보는 매핑부(24)로 전송되고, 매핑부(24)내의 도 13에서 보여지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0)에 기억된다.

매핑부(24)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대응하여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 분을 스위칭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매핑부(24)는 또한 디매핑부

(17)에 기억된 상향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에 기초하여 반대의 원격단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입력신호가 의사-랜덤신호인 경우, FFT는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에 입력된 신호에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로 출력한다. 신호가 상기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라

는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갖는 경우, 상기 FFT는 입력신호에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디매핑부로 출력한다. 데

이터 전송이 연습주기에서 계산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주기에서는, 입

력신호는 고속 퓨리에 변환이 수행되고 디매핑부로 출력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FFT로부터의 신호들은 두 부분으로

출력되며, 이러한 동작은 전술한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디매핑부는, 신호가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라는 두가지 종류가 할당된 신호이거나, 신호가 접속된 원격단자의

외부장비로부터 데이터 할당된 신호인 경우 출력부로 변하며, 그 신호가 출력되는 부분은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그리고 디매핑부는, 연습주기에서 일정한 수의 비트들이 반송파에 할당될 때, 이러한 비트들의 수에 기초하여 반송파

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데이터 전송주기에서, 디매핑부는 연습주기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사용하여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이러한 스위칭동작은 또한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레이트 컨버터로부터의 신호와,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로부터의 신호 는 매핑부로 입력되며, 매핑부는 시퀀서

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다음 신호가 입력되는 부분으로부터 신호를 인식하며, 그들을 동작시킨다. 매핑부는, 입력신호

가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로부터의 신호인 경우, 지정된 수의 비트들이 할당된 신호를 지정된 반송파에 발생시

킨다. 신호가 레이트 컨버터로부터의 신호인 경우, 매핑부는 상기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에 기

초하여 데이터가 할당된 신호를 반송파에 발생시킨다. 이러한 스위칭동작은 또한 시퀀서에 의해 제어된다.

잡음동기 톤발생부(21)에서 발생된 잡음와 동기된 신호는 ATU-R(2)에 통지된다는 통지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ATU-R(2)에 있는 클럭 검출부(33), 및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도 상세히 설명한다.

전술한 바처럼, 잡음이 TCM-ISDN으로부터의 누화잡음인 경우, NEXT 및 FEXT가 매 1.25 밀리초당 교대로 발생되

며, 따라서 각 반송파의 SNR도 매 1.25 밀리초당 변한다. 따라서, ATU-C(1)은 그 진폭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1.25 밀리초 사이클로 변하는 클럭을 수신함으로써 ATU-R(2)에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통지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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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TU-C(1)에 있는 잡음동기 톤발생부(21)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화

하여 통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잡음와 동기된 신호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를 IFF

T(13)으로 출력한다.

IFFT(13)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정된 반송 파에 대해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

하여 디지탈 형태로 전압값을 발생시킨다. DAC(14)는 IFFT(13)으로부터 전송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의 전

압값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그 결과를 루프로 출력한다.

ATU-R(2)에서 ADC(27)는 ATU-C(1)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으로 변환시킨다. 그리

고 FFT(28)는 디지탈 형태의 이러한 전압값에 대해 고속 퓨리에 변환을 수행하여, 그 진폭이 잡음 통지를 위해 변조

된 지정된 반송파를 끄집어내고, 그 결과를 클럭 검출부(33)로 출력한다.

클럭 검출부(33)는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의 변화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고, 그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로 통지한다.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는 클럭 검출부(33)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인식한다. 매핑

부(24)가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수행할 때,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0)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로부터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의 실

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디매핑부(29)가 ATU-C(1)로부터 전송된 반송파에 할

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2)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전력 배분의 두가지로부터 ATU-C(1)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되었으며, 데이터의 복조를 위해 사용

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한다.

도 5에서 보여지듯이, 잡음이 TCM-ISDN으로부터의 누화잡음인 경우, 345번째 심볼의 수신 타이밍은 ISDN으로부

터의 누화잡음의 스위칭 타이밍과 일치한다.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매 전송 심볼에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로부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에서 기억된다.

다음으로, 전술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6은 ATU-R(2) 에서 비트·

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7은 ATU-C(1) 에서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

산부(22)의 상세한 구조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6에서 보여지듯이,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는 하향 SNR 평가부(43), FEXT SNR값 및 NEXT SNR

값을 보유하는 FEXT SNR 및 NEXT SNR (44), 및 속도 적응 알고리즘부(45)를 제공한다. 상기 속도 적응 알고리즘

부(45)는 성능마진 계산부(46), 전송 속도 선택부(47), 및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계산부(48)를 구비한다. 도 17에

서 보여지듯이,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는 상향 SNR 평가부(43), FEXT SNR값 및 NEXT SNR값을 보

유하는 FEXT SNR 및 NEXT SNR 보유부(52), 및 속도 적응 알고리즘부(53)를 제공한다. 상기 속도 적응 알고리즘부

(53)는 성능마진 계산부(54), 전송 속도 선택부(55), 및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 계산부(56)를 구비한다.

상기 ATU-C(1)에서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와 상기 ATU-R(2)에서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 

사이에는 단지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는 반송파의 주파수대가 다르며, 따라서 ATU-R(2)에서의 비트,

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의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ISDN의 상향 전송 시간에서, NEXT가 ATU-R(2)에서 발생되며, ISDN의 하향 전송시간에서 FEXT가 ATU-R(2)에

서 발생된다. 따라서 하향 SNR 평가부(43)는 ATU-C(1)로부터 전송된 의사-랜덤신호를 사용하여, 각기 NEXT 발생

시간 및 FEXT 발생시간에서 각 반송파 주파수의 복수개의 SNR값들을 계산한다. SNR값의 평균값이 각 반송파에서 

계산되어지고, 상기 NEXT 발생시의 계산된 SNR값의 평균값은 NEXT SNR(44)에 보유되며, 상기 FEXT 발생시의 

계산된 SNR값의 평균값은 FEXT SNR(44)에 보유된다.

상기 성능마진 계산부(46)는 ATU-C(1)로부터 전송된 하향 전송 속도이 각기 실현되는 경우, 하향 SNR 평가부(43)

에서 평가된 각 반송파의 SNR값들에 기초하여 4가지 종류의 최대 성능마진값을 계산한다. 본 예에서는 상기 전송 속

도는 4가지 종류이다. 성능마진은 Pe/2=10 -7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SNR에 대한 마진이다. Pe는 반송파에서 신

호가 에러를 만드는 심볼에러의 확률이다. 상기 전송 속도 선택부(47)는 상기 4가지 종류의 성능마진값으로부터 전송

가능한 값과 전송 속도의 최대값을 선택한다. 상기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 계산부(48)는 상기 선택된 전송 속도 "

rn"에서 전송을 위한 비트 및 전력 배분을 계산한다. 계산된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은 전술한 바와 같이 ATU-C(

1)로 전송되며, 그러나 이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은 각기 NEXT 발생시 및 FEXT 발생시 주기적으로 변하는 각 S

NR값 의 그룹을 위해 계산된다. ATU-C(1)에 대하여 전송 속도 선택부(47)에서 선택된 전송 속도가 기억된다.

도 18은 ATU-R(2)에서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의 동작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18을 참조하여 그 

동작을 설명한다.

ATU-C(1)로 외부장비로부터 주어진 4개의 전송 속도가 ATU-R(2)에 전송된다(단계 S1). 예를 들어, 4가지 종류의 

전송 속도 "r1 에서 r4(비트/초)"이 ATU-C(1)으로부터 ATU-R(2)으로 전송된다. ATU-R(2)에서, 잡음이 주기적으

로 변하는 경우, 특히 TCM-ISDN 루프가 동일 케이블에 설치된 경우, NEXT 및 FEXT가 ISDN으로부터 ADSL로 발

생된다. 하향 SNR 평가부(43)는 NEXT 발생시 및 FEXT 발생시 모두에서 각 주파수의 SNR값들을 평가하며, NEXT 

SNR 및 FEXT SNR(44)에 평가된 값들을 유지한다.

도 19는 비트 배분의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9에서 (a) 및 (b)는 평가된 각 주파수의 SNR값을 보여주며, (a)

는 FEXT 발생시의 SNR값을, (b)는 NEXT 발생시의 SNR값을 보여준다.

성능마진 계산부(46)는, 전송된 4가지 전송 속도가 실현된 경우, 각기 하향 SNR 평가부(43)에서 평가된 각 반송파의 

SNR값에 기초하여 성능마진값을 최대로 설정하는 4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을 계산한다(단계 S2). 도 19는 계산방법

을 보여준다. 이경우, 도 19(c)에서 보여지듯이, 도 19(a) 및 (b)에서 보여지는 NEXT 발생시 및 FEXT 발생시의 SNR

값이 주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두배의 주파수까지 평가된 SNR값으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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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두배인 도 19 (d)에서 보여진 때 전송 속도를 주어진 전송 속도 보다 두배 많이 함으로

써 변하지 않는 각 반송파의 SNR값을 위해 성능마진이 계산될 때, 비트 배분이 444 반송파가 사용된 경우를 고려하

여 사용된다. 실제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반송파의 수는 222 반송파이며, 이 숫자는 ANSI(American Na

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표준화되었다. 444 반송파의 숫자는 도 19 (d)에서 보여지는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FEXT 및 NEXT 발생시 사용된 반송파에 부가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반송파의 숫자이다. 본

실시예에서, 각 반송파의 전력은 제한되었으며, 각 반송파의 최대 전력 한계는 E mask 로 정의된다. 여기서, 데이터 

전송에 유용한 전체 전송 전력의 최대 한계 E target 는 (전체 반송파수) × (각 반송파의 최대 전력한계 E mask )이며, 

본 실시예에서 각 반송파에 유용한 전송 전력은 제한되지 않은 것이 적용되었다.

전송 속도 선택부(47)는 그 전송 속도가 최고로 빠르며, 그 마진이 4개의 계산된 성능마진값들, 예를 들어 도 18의 단

계 S2에서 보여지는 m1에서 m4까지의 4가지 마진값으로부터 음(negative)이 아닌 전송가능한 전송 속도를 선택한

다. 선택된 전송 속도와 성능마진은 ATU-R(2)로 전송된다(단계 S4).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 계산부(48)는 선택된 전송 속도에서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을 

계산한다(단계 S5). 이 테이블은 NEXT 발생 및 FEXT 발생시 주기적으로 변하는 각 SNR값을 위해 계산되어야 한다.

사용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은 444 반송파가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로서 사 용되는 경우 FEXT 테이블

을 위해 444 반송파의 처음 반인 222 반송파를, NEXT 체이블을 위해 다음 반인 222 반송파를 사용한다. 계산된 각 

테이블은 ATU-R(2)로부터 ATU-C(1)로 전송된다.

도 20은 도 18의 단계 S2에서 성능 마진의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각 반송파 "i"의 송신 파워 E(i

)가 정의되며, SNR(i)가 정규화된 E(i)=1와 함께 계산된다(단계 S7). 그리고 계산된 SNR(i)가 하향 순서로 분류되고(

단계 S8), SNR(i)의 번호가 다음식, SNR(i) ≥ SNR(i+1)으로 재배열되며, 이 부등식은 반송파 N의 전체수로부터 가

장 작은 번호 "i"까지 적용된다.

다음으로, k=1, γ max = -∞, count=0 가 설정된다(단계 S9). 여기서, " k "는 반송파 번호, γ max 는 현재 최대 가

능한 성능마진을 의미하며, "count" 는 γ max 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반송파들의 수이다. 그리고 γ(k)가 계산된다(

단계 S10).

이 γ(k)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γ(k)는 하나의 반송파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성능마진이다. 이때 타겟획득율은 B target 이며, 전체 코딩게인은 γ e

ff 이며, 바람직한 비트 에러율은 10 -7 이며, 가장 좋은 반송파의 k 피스가 사용되며, 따라서 SNR의 현재 기하적 평

균은 다음과 같다:

상기 코딩게인(cording gain)은 트렐리스 코딩(Trellis coding)과 같은 코딩에 의해 얻어진 게인을 의미한다.

i번째 반송파를 사용하는 현재의 송신 파워 E i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 i = E max

전체 입력 전력 E targer 는, E targer = k ×E maxi 이며, "k"는 사용하는 반송파의 수이며, E maxi 은 i번째 반송파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이며, 송신 파워 마스크에 의해 결정된다. 이경우, 전체 입력전력 E targer 에 따라서 각 반송

파의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γ(k)＞γ max 인 경우,γ max =γ(k) 및 count = k 가 설정된다(단계 S11,S12). "k"가 반송파의 전체수 N을 표현하

는 것이 아닌 경우, k=k+1을 설정하고(단계 S14), 단계 S10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γ max 는 주어진 시스템 파라

미터에서 최대 가능한 성능마진이며, "count"는 γ max 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반송파의 최대수이다.

도 21은 도 18의 단계 S5에서 성능 마진의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 이다. 전술한 γ max 와 "count"를 사용

하여 초기 비트 배분 테이블 {b' i }이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

b i = floor [ log 2 {1 + E maxi SNR(i) / Г max }]

"floor"은 소수점 이하의 수를 버린 것을 보여주며, 소수점을 버린 값은 다음식에 의해 "diffi"로써 계산된다:

diffi = b i - log 2 {1 + E maxi SNR(i) / Г max } (단계 S15)

여기서, Г max 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

Г max = [ Q -1 (Pe/Ne)] 2 + rmax - reff - 4.77 (dB)

Ne 는 입력신호 배열의 최근접한 점들의 수이다.

Q 기능은 다음식에 의해 정의된다:

Q(x) = ∫ x
∞ 1/√ 2π e -y2/2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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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는 입력신호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입력신호 배열의 최근접한 점들의 수는 도 22에서 보여지는 배열의 한 

점에 가장 인접한 다른 점들의 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B total 이 계산된다(단계 S16). 이 B total 은 하나의 다중 반송

파 심볼에서 현재의 비트 배분 테이블에 의해 지지되는 전체 비트수이다. B total 은 다음식에 의해 나타낸다:

B total = ∑b' i

여기서, ∑는 i= 0 에서 i= N-1 까지의 합이다.

현재의 비트 테이블로부터 B total ∠B target 인 경우, 가장 작은 diffi 값을 갖는 반송파의 비트 배분 테이블 {b' i }은 

1 비트 증가되며,

diffi = diffi + 1

B total = B total + 1 이 동작된다(단계 S17 및 S18). 이 동작은 B total = B targer 일 때까지 계속된다.

도 23은 도 18의 단계 S5에서 전력 할당 테이블의 계산방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우선 입력 전력 {E' i }가 

주어진 비트 배분 테이블 {b' i }에 기초하여 P e (i) = P e,i,targer 가 되도록 할당된다(단계 S19). 여기서 P e (i)는 i

번째 반송파의 심볼 에러 확률이며, P e,i,targer 는 i번째 반송파의 타겟 에러 확률이다. 현재 전체 전송 전력 E total 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단계 S20):

E total = ∑E i

여기서 ∑은 i=0 에서 i=N-1 까지의 합이다.

이어서 최종 전력 할당 {E' i }이 재조정된다(단계 S21). 이러한 재조정은 E targer / B total 또는 B max,i 중 작은 값을

선택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시스템에서, 초기 비트 배분 및 파워 배분 테이블은 {b' i } 및 {E' i }에 의해 주어진다.

전술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하향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가 ATU-C(1)의 매핑부(12) 및 ATU-R(2)의 

디매핑부(29)에 기억된다. 매핑부(12)는 잡음 레벨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주파대에서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각 반송파의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며,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상기 디매핑부(29)는 상기 기억된 하향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에 기초하여 원격단자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다음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화시 얻어진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하여 설

명한다.

일정한 속도로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는 듀얼 비트맵(dual bitmap)용으로 조정하기 위한 레이트 컨버터(11)

에 임시적으로 기억된다.

+매핑부(12)는 비트·파워 배분 기억부(36)로부터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얻으며, 비트 배분에 의해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 배열을 독출한다. 배열의 두가지 경우, 하나는 반송파

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이 4 비트이고, 다른 하나는 반송파에 할당하는 비트 배분이 5비트인 것이 도 22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매핑부(12)는 획득된 각 반송파의 송신 파워 할당에 대응하는 독출된 배열에서 게인을 조정한다. 배열과 게

인이 결정된 후, 반송파상의 데이터의 비트의 순서로 표현된 정보가 배열상의 위치 정보로 변환된다. 도 24는 배열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4에서 보여지듯이, 배열상의 비트들의 순서를 표현하는 위치들이 사인(sine) 요소와 코사인(

cosine) 요소로 분리되며, 반송파의 진폭이 사인요소와 코사인요소를 조정하여 변조된다. 그 진폭이 변조된 반송파의

정보가 IFFT(13)로 출력된다.

도 25는 게인과 잡음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5에서 보여지듯이, 각 점이 배열상에서 게인을 크게 

해줌으로써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움직인다. 전송될 비트수가 크고, 데이터 전송이 게인을 크게 하지 않고 수행되

는 경우,배열상의 점들의 간격은 도 25에서 보여지듯이 좁아지고, 따라서 잡음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에러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잡음이 큰 경우에는 게인이 크게 만들어 지며, 이것으로 배열상의 점들의 간격이 넓어지고, 에러의 

확률이 적게 된다.

IFFT(13)는 매핑부(12)로부터 전송된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대해 역고속 퓨리에 변환을 실행하며,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각 반송파에 가산하며 출력한다.

상기 DAC(14)는 IFFT(13)에서 발생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을 실제 전압값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루프로 출

력한다. 여기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 반송파로부터 저주파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가 하이패스 

필터(7)에 의해 제거된다.

ATU-R(2)에서,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 반송파로부터 저 주파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가 하

이패스 필터(9)에 의해 제거된다.

ATU-R(2)의 수신부에서 ADC(27)는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으로 변환시킨다.

ADC(27)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은 FFT(28)로 출력된다. FFT(28)는 디지탈 형태의 전압값에 대해 고

속 퓨리에 변환을 실행하며, 데이터에 할당된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낸다. FFT(28)로부터 끄집어내진 고주

파대의 각 반 송파는 디매핑부(29)로 전송된다.

디매핑부(29)는 도 14에서 보여지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2)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독출하며,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에 의해 지정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여 FFT(28)로부터 

출력된 고주파대의 반송파로부터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즉,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에 의해 반

송파에 데이터 배분을 위해 사용된 배열이 독출되고,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가 반송파의 진폭에 의해 배열상의 위치

를 획득함으로써 끄집어내진다.

디매핑부(29)에 의해 끄집어내진 데이터는 레이트 컨버터(30)로 출력되고 입시로 저장된다. 레이트 컨버터(30)는 디

매핑부(29)에 의해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며, 그 출력량이 일정하도록 하면서 외부장비로 그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향 데이터 전송시, 매핑부(24)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에 의해 지정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

용하며,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지정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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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며, 그 결과를 IFFT(25)로 출력한다. ATU-R(2)로부터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

로부터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디매핑부(17)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8)로부터 얻어진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로부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동기하면서 그 진폭이 변하는 클럭에 의해 ATU-R(

2)에서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선택하며, 그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 용함에 의해 FFT(16)으로부터 저주파대의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도 26은 본 발명의 공정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이다. 도 2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련의 공정들을 설명한다.

도 9에서 보여지는 ATU-R(2)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기 위하여, ATU-C(1)에서의 잡음동기 톤발생

부(21)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동기하는 클럭과 동기시킴으로써 신호의 진폭을 변화시키고, 잡음동기 신호를 

발생시키며, ATU-C(1)에서 전송부(3)는 그 출력을 송신한다(단계 A1).

ATU-R(2)의 수신부(4)에서, 클럭 검출부(33)는 이러한 잡음동기 신호의 진폭 변화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

을 검출하며(단계 B1),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34)로 그 결과를 알려준다.

다음으로,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

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얻기 위해, ATU-C(1)의 의사-랜덤신호 발생부(20)는 의사-랜덤신호를 전송한다(단계 A2).

이 의사-랜덤신호는 ATU-R(2)의 수신부(4)에서 수신되며, 도 16의 하향 SNR 평가부(43)는 매 잡음 레벨당 고주파

대의 각 반송파의 SNR을 평가하며, 각 반송파의 SNR의 평균값을 계산한다(단계 B2). 이 SNR의 평균값으로부터, 도 

16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 계산부(48)는 비트수를 계산하고, 각 반송파의 송신 파워이 계산되며, 계산된 정보

가 디매핑부(29)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2)에 기억되며, 또한 전송부(6)에 의해 ATU-C(1)로 전송된다(단계 

B3).

ATU-C(1)에서, 매핑부(12)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6)는 하향 반송 파 정보로써 이 전송된 비트 배분 및 송

신 파워 배분을 기억한다(단계 A3).

다음으로, 상향 반송파를 위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ATU-R(2)의 의사-랜덤신호 발생부(

31)에서 발생된 의사-랜덤신호가 ATU-C(1)로 전송된다(단계 B4). 이 의사-랜덤신호는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

용하는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주파수 요소를 갖는다. ATU-C(1)의 수신부(5)에서, 도 17에서 보여지는 상향 SNR 

평가부(51)는 전송된 의사-랜덤신호로부터 매 잡음 레벨당 저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SNR을 평가하며, 각 반송파의

SNR의 평균값을 계산한다(단계 A4).

도 17에서 보여지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테이블 계산부(56)는 상기 계산된 SNR로부터 각 반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

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결과는 디매핑부(17)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8)에 기억되며, 또한 전송부(3)

로부터 ATU-R(2)로 전송된다(단계 A5).

ATU-R(2)에서, 매핑부(24)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0)는 상향 반송파 정보로써 이 전송된 비트 배분 및 송

신 파워 배분을 기억한다(단계 B5).

하향 전송에서, 통신 시작과 동시에, ATU-C(1)내의 전송부(3)는 매핑부(12)에서 변화하는 매 잡음 레벨을 위해 사용

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며,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

하며, 그 데이터를 전송한다(단계 A6). ATU-R(2)내의 수신부(4)는 디매핑부(29)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4

2)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에 기초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추출한다.

상향 전송에서는, ATU-R(2) 내의 전송부(6)가 매핑부(24)에서 변화하는 매 잡음 레벨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스위칭하며, 저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위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실행하며, 그 데이터를 

전송한다(단계 B6). ATU-C(1)내의 수신부(5)는 디매핑부(17)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기억부(38)에 기억된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에 기초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때, 하향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도 15a에서 보여지듯이, 저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전

송하는 상향방향의 비트율이 고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 방향의 비트율 보다 크게 된다. 상향 방향의 데이

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는 도 15b에서 보여지듯이, 고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방향의 비

트율이 저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 방향의 비트율 보다 크게 된다.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반송파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는 ATU-C(1)내의 전송부의 후

방 위치에 제공된 하이패스 필터(7)와 ATU-R(2)내의 수신부의 전방 위치에 제공된 하이패스 필터(9)에 의해 제거된

다.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대의 반송파에 의해 발생된 사이드 로브는 ATU-R(2)내의 전송부의 

후방 위치에 제공되는 로패스 필터(10)와 ATU-C(1)내의 수신부의 전방 위치에 제공되는 로패스 필터(8)에 의해 제

거된다.

잡음 레벨의 변화에 의해 기인하여 비트 배분이 변하고, 따라서 전송부에서는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

로 저장하는 레이트 컨버터(11)(23)이 제 공되며, 데이터량이 조정된다. 그리고 수신부에서는 레이트 컨버터(18)(30)

가 제공되며, 출력 데이터량이 일정값으로 조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데이터 전송은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고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실행되며,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저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는, 저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트율이 고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의 비트율 보

다 크게 되도록 한다.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는, 고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의 

비트율이 저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트율 보다 크게 되도록 한다. 이것에 의해, 본 발명은 주파수 분할

을 사용하는 현존의 통신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통신 능력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다. 더구나, 상향 및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분리되어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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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R(2)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에서 계산되며,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고주파대의 반

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ATU-C(1)내의 매핑부(12)에 기억된다. 그리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

응하여,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을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비트 배분이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실행되며, 이것으로 하향으로의 전송 용량이

쉽게 확보될 수 있다.

ATU-C(1)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에서 계산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ATU-R(2)내의 매핑

부(24)에 기억된다. 그리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을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비트 배분이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실행되며, 이것으로 상향으로의 전송 용량이 쉽게 확보될 수 있다.

ATU-C(1)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22)에서 계산되며,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저주파대의 반

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ATU-C(1)내의 디매핑부(17)에 기억된다. 그리고 데이터 복조를 위해 ATU-

R(2)에서 변화하는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

을 사용하여, 그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변하는 데이터가 쉽게 복조될 수 있다.

ATU-R(2)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32)에서 계산되며,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고주파대의 반

송파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이 ATU-R(2)내의 디매핑부(29)에 기억된다. 그리고 데이터 복조를 위해 ATU-

C(1)에서 변화하는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

을 사용하여, 그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변하는 데이터가 쉽게 복조될 수 있다.

ATU-R(2)에서는,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이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

해 할당하는 지정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되며, ATU-C(1)으로 전송된다. ATU-C(1)에서는 이 의사-랜

덤신호를 사용 하여,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계

산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이 실행될 수 있다.

ATU-C(1)에서는,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이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

해 할당하는 지정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되며, ATU-R(2)으로 전송된다. ATU-R(2)에서는 이 의사-랜

덤신호를 사용하여,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이 계

산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이 실행될 수 있다.

도 27a 및 도 27b는 비트율과 상향 및 하향의 주파수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7a 및 도 27b에서 보

여지듯이, 전술한 실시예의 대안으로써, 고주파대의 반송파가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며, 저주파대의 반송

파가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 이 예도 또한 적용가능하다. 이경우,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고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트율이 도 27a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의 비트율 보다 크게 만들어진다.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

안에 저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의 비트율이 도 27b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주파대의 반송파를 사

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트율 보다 크게 만들어진다.

도 2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전술한 데이터 전송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 28을 참

조하여 본 실시예를 설명한다. ATU-C(61)내의 의사-랜덤신호 발생부(80)는 하향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

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의사-랜덤신호를 발생시킨다. ATU-R(2)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92)는 NEXT 

발생시 및 FEXT 발생시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두가지를 계산한다. 그리고 상기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은 ATU-R(62)내의 디매핑부(89) 및 ATU-C(6

1)내의 매핑부(72)에 기억된다.

ATU-R(62)내의 의사-랜덤신호 발생부(91)는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

용하는 의사-랜덤신호를 발생시킨다. ATU-C(61)내의 비트,송신 파워 배분 계산부(82)는 NEXT 발생시 및 FEXT 

발생시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두가지를 계산한

다. 그리고 상기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ATU-C(61)내의 디매핑부(77) 및 ATU-R(62)내의 매핑부(8

4)에 기억된다.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ATU-C(61)내의 매핑부(72)는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의 비트율을 하향

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의 비트율보다 크게하여 저주파대의 반송파를 위한 비트 배분을 실행한다. A

TU-R(62)내의 디매핑부(89)는, 기억된 두가지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ATU-C(61)에서 잡음 레벨

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저주파대의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

워 배분을 사용하여 ATU-C(61)로부터 전송된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ATU-R(62)내의 매핑부(84)는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의 비트율을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

된 잡음이 큰 주기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하여 고주파대의 반송파를 위한 비트 배분을 실행한다. ATU-C(61)내의 디매

핑부(77)은, 기억된 두가지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ATU-R(62)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

응하여 고주파대의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하여 

ATU-R(62)로부터 전송된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도 2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필터의 기능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9에서 보여지듯이,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대의 반송파에 의해 고주파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는 ATU-C(61)내의 전송부(63)의 후방 

위치에 제공된 로패스 필터(67)와 ATU-R(62)내의 수신부(64)의 전방 위치에 제공되는 로패스 필터(68)에 의해 제

거된다.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반송파에 의해 저주파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는 ATU-C

(61)내의 수신부(65)의 전방 위치에 제공된 하이패스 필터(69)와 ATU-R(62)내의 전송부(66)의 후방 위치에 제공되

는 하이패스 필터(70)에 의해 제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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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데이터 전송은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저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

하여 실행되며,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고주파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하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는, 고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트율이 저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

트율 보다 크게 되도록 한다. 상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 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는, 저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하향의 비트율이 고주파대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상향의 비트율 보다 크게 되도록 한다. 이것에 의해, 본 발명은 주파

수 분할을 사용하는 현존의 통신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통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더구나, 상향 및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분리되어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ATU-R(62)는 상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해 

할당된 지정된 데이터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여 ATU-C(61)로 전송한다. ATU-C(61)는 이러한 의사-

랜덤신호를 사용하여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계

산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이 실행될 수 있다.

ATU-C(61)는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해 

할당된 지정된 데이터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여 ATU-R(62)로 전송한다. ATU-R(62)는 이러한 의사-

랜덤신호를 사용하여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계

산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이 실행될 수 있다.

도 30은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의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 및 방법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을 ADSL 장치에 적용한 것이다. 이 예는 TCM-ISDN 

루프가 ADSL 루프가 설치된 곳과 동일한 케이블에 설치된 경우이다.

도 3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본 실시예의 장치는 전송부에 레이트 컨버터(101), 매핑부(102), IFFT(103), DAC(104)

및 하이패스 필터(105)를 제공하며, 수신부에는 로패스 필터(106), ADC(107), FFT(108), 디매핑부(109) 및 레이트 

컨버터(110)를 제공한다. 각 장비의 기능은 전술한 실시예에서 설명된 각 장비의 기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설

명은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매핑부(102)가 미리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고주파대의 반송파에 할당하는 비

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또한 미리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고주파대의 반

송파에 할당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한다. 그리고 디매핑부(109)는 미리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

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저주파대의 반송파에 할당하는 비트 배분과 이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

을 기억한다.

도 31a 및 도 31b는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비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1a 및 도 31b에서 보여지

듯이,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

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이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

트율 보다 크도록 함에 의해, 고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다.

디매핑부(109)는 두가지의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으로부터, 반 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

밍에 대응하여 저주파대의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

용함으로써,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을 스위칭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을 수행

한다. 더구나, 본 발명은 반대의 통신국의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로부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의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대를 분리한다. 이렇게 하여 전송 용량이 잡음 레벨의 변화 환경 하에서 쉽게 확보될 수 있다.

이 장치로부터 반대의 통신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은 고주파대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이 장치

로의 데이터 전송은 저주파대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비트 배분이, 반대의 통신국에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이 본 장치에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고주

파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다. 이렇게 하여, 본 발명은 주파수 분할을 사용하는 현존의 통신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

하면서, 잡음 레벨이 변하는 환경 하에서 통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더구나, 주파수 분할 시스템이 데이터 

전송에 적용되어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도 32a 및 도 32b는 사용하는 주파수대와 비트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다른 대안으로써, 

도 32a 및 도 32b에서 보여지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유용하다. 도 32a 및 도 32b에서 보여지듯이, 잡음 레

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은,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본 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저주파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다. 이러한 적용도 또한 유용한 것이다.

도 3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3에서 보여지듯이 이러한 데이터 전송을 얻기 위하여, 다

중 반송파 전송장치의 전송부는 레이트 컨버터(201), 매핑부(202), IFFT(203), DAC(204) 및 로패스 필터(205)를 제

공하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저주파대의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

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변화시킴에 의해 반대의 통신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본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의 수신부는, 하이패스 필터(210), ADC(209), FFT(208), 디매핑부(207) 및 레이트 컨버터(206)을 제공하

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고주파대의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

를 복조한다. 이 실시예도 또한 적용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술한 제1 및 다른 실시예들과 같은 효과가 본 

제3 실시예에서도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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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 및 도 33에서 보여지는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는 이 장치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는 클럭을 얻을

수 있으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인식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매핑부 및 디매핑부로 알려준다. 이 구조도 또한 

적용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하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알려온 클럭을 검

출하는 클럭 검출부(211), 및 이러한 클럭 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의해 매핑부 및 디매핑부

를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부(21)를 더 제공한다. 이 구조도 

유용한 것이다.

전술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에 대한 유용한 실시예들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들의 제한되지 않고 본 발

명의 개념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시예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실시예들에서 본 발명은 ADSL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SDSL(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시스템, HDSL(high speed digital subs

criber line), 그리고 VDSL(very high speed digital subscriber line)와 같은 곳에도 적용가능하다. 즉, 본 발명은 상

향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반송파의 주파수대와 하향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 반송파의 주파수대가 분리된 통신 시스템

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TCM-ISDN 루프를 제외한 주기적인 누화잡음의 환경 하에서 유용하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은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

한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와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

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 및 방법은,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에, 제2 주파수대를 사용

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2 방향의 비트율을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1 방향의 비

트율보다 크게 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과 방법은,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제1 방향의 비트율을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

여 수행하는 제2 방향의 비트율보다 크게 한다. 이렇게 하여 본 시스템과 방법은 주파수 분할을 사용하는 현존하는 통

신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잡음 레벨의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통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제1 방향 

및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된 주파수대는 분리되고, 따라서 상호 누화잡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 통신국에서,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1 방향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제2 방향

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비트 배분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여, 제1 방향으로의 전송 용량

이 변화하는 잡음 레벨의 환경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제2 통신국에서,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2 방향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제2 방향

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 및 방법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비트 배분을 수행한다. 이렇게 하여, 제2 방향으로의 전송 용량

이 변화하는 잡음 레벨의 환경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제1 통신국에서, 본 시스템과 방법은,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제1 방향의 데

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과 방법은, 이러한 두가지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할당으로부터, 제2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함으로써,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이렇게 하여, 비

록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전송 용량이 변하여도, 그 데이터는 제1 통신국에서 복조된다.

제2 통신국에서, 본 시스템과 방법은,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제1 방향의 데

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과 방법은, 이러한 두가지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할당으로부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함으로써,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이렇게 하여, 비

록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전송 용량이 변하여도, 그 데이터는 제2 통신국에서 복조된다.

제2 통신국에서, 본 시스템과 방법은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해 할당된 지정된 데이터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여 그 결과를 제1 통신국으

로 전송한다. 제1 통신국은 이러한 의사-램덤신호를 사용하여,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통신이 실행될 수 있

다.

제1 통신국에서, 본 시스템과 방법은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설정된 의사-랜덤 순서에 의해 할당된 지정된 데이터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여 그 결과를 제2 통신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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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송한다. 제2 통신국은 이러한 의사-램덤신호를 사용하여,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여,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

분이 계산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 및 방법은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로부터 반대의 통신국으

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그리고 본 시스템과 방법은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이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

파에 비트 배분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여, 주파수 분할을 사용하는 현존 통신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잡음 레벨

이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통신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더구나, 주파수 분할 시스템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

기 때문에 상호 누화잡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

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하는 비트 배분과,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대한 비트 배분이 기억된다. 제1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로의 비트 배분이,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의 데이타 전송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렇게하여 잡음 레벨의 

변화하는 잡음 환경 하에서 일지라도 데이터 전송의 용량이 확보될 수 있다.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2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 당하는 비트 배분과,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반대의 통

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대한 비트 배분이 기

억된다.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반대의 통신국에서 사용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복조된다. 이렇게하여 비록 반대의 통

신국으로부터의 데이터 전송의 양이 잡음 레벨의 변화에 의해 변하더라도 이 변화에 대응하여 전송된 데이터는 복조

될 수 있다.

비록 본 발명은 특별한 실시예들을 참조하여 설명되었지만 이러한 실시예들 및 첨부한 클레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다. 본 발명의 사상범위내에서 다양한 변화나 수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제1 통신국과 제2 통신국 사이에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호

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스위

칭하고, 상기 제2 통신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1 전송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는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스위

칭하고, 상기 제1 통신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제2 전송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

이 큰 주기동안에, 상기 제2 전송수단이 상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제1 통신국으로의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트율을 상기 제1 전송수단이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

으로부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트율보다 크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

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은,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에, 상

기 제1 전송수단이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트율을 상기 제2 전송

수단이 상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비트율보다 크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송수단은,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제1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

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송수단은,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제2 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실행된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

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송수단은,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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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상기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

하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

기 동안에 상기 제1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1 기억수단; 및

상기 제1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

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이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1 변조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전송수단은,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

안에 상기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

하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

기 동안에 상기 제2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2 기억수단; 및

상기 제2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 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

응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이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

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동안의 비트율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과 송신 파

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2 변조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

안에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

안에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3 기억수단; 및

상기 제3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

하여 상기 제2 통신국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제1 복조수단을 구비하는 제1 수신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가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며

,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기억하는

제4 기억수단; 및

상기 제4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

하여 상기 제1 통신국에 할당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제2 복조수단을 구비하는 제2 수신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

-램덤 순서의 데이터가 계열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시켜 상기 제2 전송수단으로 출력하는 제2 의사-랜

덤 신호 발생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수신수단에서 수 신된 상기 의사-랜덤 신호들을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

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두가지 종류의 평균 신호대 잡음비(SNR)값을 계산하는 제1 SNR(신호대 잡

음비) 계산수단; 및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SNR 계산수단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평균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계산하는 제1 비

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 을 구비하며,

상기 제3 기억수단은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의 정보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상기 제1 변조수단에 출력하고, 상기 제1 전송수단은 그것들을 상기 제2 통신국에 출

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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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변조수단은,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평가하는 연습 주기에서, 상기 제1 비트-

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지정된 반송파에 각 비트

의 지정된 수로 할당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수신수단에서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지정된 반송파를 수신하며, 상기 제2 복조

수단에서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끌어내고, 상기 끌어낸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

-램덤 순서의 데이터가 계열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시켜 상기 제1 전송수단으로 출력하는 제1 의사-랜

덤 신호 발생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수신수단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 신호들을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

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두가지 종류의 평균 신호대 잡음비(SNR)값을 계산하는 제2 SNR(신호대 잡음

비) 계산수단; 및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SNR 계산수단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평균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계산하는 제2 비

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 을 구비하며,

상기 제4 기억수단은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의 정보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상기 제2 변조수단에 출력하고, 상기 제2 전송수단은 그것들을 상기 제1 통신국에 출

력하며,

상기 제2 변조수단은,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을평가하는 연습 주기에서, 상기 제2 비트-

송신 파워 배분계산수단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지정된 반송파에 각 비트

의 지정된 수로 할당하며,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수신수단에서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지정된 반송파를 수신하며, 상기 제1 복조

수단에서 상기 지정된 반송파로부터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끌어내고, 상기 끌어낸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의 정보를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전송수단의 후방 위치에서, 데이터를 갖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

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제1 필터수단; 및

상기 제1 수신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

템.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전송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데이터를 갖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 송파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

된 사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제3 필터수단; 및

상기 제2 수신수단의 후방 위치에서,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4 필터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

템.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동기화함으로써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킨 클럭신호를 

발생시키는 클럭신호 발생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제1 전송수단을 사용하여 상기 클럭신호 발생수단으로부터 상기 제

2 통신국으로 상기 클럭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수신수단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클럭신호의 진폭의 변

화로부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는 클럭 검출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잡음 레벨에 대응

하는 데이터 전송의 실행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상기 클럭 검출수단에 의해 검출된 잡음 레

벨의 변화 타이밍에 의해 상기 제2 변조수단에 지정하며, 상기 제4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데이터의 복조를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상기 제2 복조수단에 지정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

선택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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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시스템.

청구항 16.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 있어서,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함으로써,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

터 전송을 실행하는 전송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송수단은,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반대의 통신

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는 제1 기억수단; 및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 동안에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대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할당하는 제1 변조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

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며,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 동안에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

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기억하는 제2 기억수단; 및

상기 제2 기억수단으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읽어내고,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

응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

로써,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복조수단을 포함하는 수신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는,

상기 전송수단의 후방 위치에서, 데이터를 갖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

이드 로브(side lobe)를 제거하는 제1 필터수단; 및

상기 수신수단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로부터 상기 제1 주

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장치.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

파 전송 장치.

청구항 21.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고주파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

파 전송 장치.

청구항 22.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 제1 통신국와 제2 통신국 사이에 다중 반송파를 사용하여 데이

터 전송을 상호적으로 실행하는 다중 반송 파 전송 시스템에서의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을 스위칭하

는 스위칭 공정;

스위칭된 비트 배분에 대응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할당 공정; 및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데이터 할당된 각 반송파를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전송 공정을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전

송 공정; 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배분을 스위칭하

는 스위칭 공정;

스위칭된 비트 배분에 대응하여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할당 공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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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주파수대의 데이터 할당된 각 반송파를 상기 제1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전송공정을 포함하는 제2 데이터 전

송 공정; 을 구비하며,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제1 통신국으로의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

터 전송의 비트율이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제2 통신국으로의 제1 방향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 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은, 상기 제2 방향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이 상기 제2 주파수대를 사용하여 상기 제2 방

향의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4.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공정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

율을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

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고,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것은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전송 공정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을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 동안의 비트율 보다 크게함으로써, 상기 제2 주

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고,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것은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6.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의 데이

터가 계열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제1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 및

상기 제1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에서 발생된 상기 의사-램덤신호들을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1 전송공

정; 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의사-랜덤신호들을 수신하는 제1 수신공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수신공정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신호들을 사용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신호대 잡음비(SNR)값을 계산하는 제1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공

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SNR 계산공정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는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

산공정;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1 기억

공정; 및

상기 제1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상기 제1 통신국으

로 전송하는 제2 전송공정; 을 구비하며,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수신하는 제2 수신공정; 및

상기 제2 수신공정에 의해 수신된 상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기억하는 제2 기억공정; 을 구비하며

,

상기 제1 데이터 전송공정은, 상기 제2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상

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1 변조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7.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예정된 의사-램덤 순서의 데이

터가 계열로 할당된 의사-랜덤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제2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 및

상기 제2 의사-랜덤 신호 발생공정에서 발생된 상기 의사-램덤신호들을 상기 제1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3 전송공

정; 을 구비하며,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의사-랜덤신호들을 수신하는 제3 수신공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3 수신공정에서 수신된 상기 의사-랜덤신호들을 사용하여,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신호대 잡음비(SNR)값을 계산하는 제2 SNR(신호대 잡음비) 계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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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SNR 계산공정에서 계산된 각 반송파의 상기 SNR값을 사용함으로써,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을 계산하는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

산공정;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기억하는 제3 기억

공정; 및

상기 제2 비트-송신 파워 배분계산공정에서 계산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상기 제2 통신국으

로 전송하는 제4 전송공정; 을 구비하며,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수신하는 제4 수신공정; 및

상기 제4 수신공정에 의해 수신된 상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를 기억하는 제4 기억공정; 을 구비하며

,

상기 제2 데이터 전송공정은, 상기 제4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이 상

기 제2 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시 발생된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하는 제2 변조공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상기 제3 기억공정에 의해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

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함으로써,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복조하는 제1 복조공정을

포함하는 제1 데이터 수신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29.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기억공정에 의해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

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를 복조하는 제2 복조공정

을 포함하는 제2 데이터 수신공정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0.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전송공정은,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제1 임시기억공정;

상기 제1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1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상기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선택하는 제1 선택공정;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

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제1 변조공정;

상기 제1 변조공정에서 진폭을 변조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가산하고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

력하는 제1 IFFT 공정;

상기 제1 IFFT공정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제1

DAC 공정;

상기 제1 DAC공정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1 필터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1.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전송공정은,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제2 임시기억공정;

상기 제2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2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상기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선택하는 제2 선택공정;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

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제2 변조공정;

상기 제2 변조공정에서 진폭을 변조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가산하고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

력하는 제2 IFFT 공정;

상기 제2 IFFT공정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제2

DAC 공정;

상기 제2 DAC공정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는 제2 필터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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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수신공정은,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

를 제거하는 제3 필터공정;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기 제2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

압값으로 변환하는 제1 ADC 공정;

상기 제1 ADC공정으로부터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고속퓨리에 변환을 실행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

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제1 FFT 공정;

상기 제3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3 독출공정;

상기 제3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2 통신국에서 데이터 전

송시 발생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선

택하는 제3 선택공정;

상기 제3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

1 FFT공정에서 끄집어내진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제1 복조공정; 및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제1 복조공정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3

임시기억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3.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수신공정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

를 제거하는 제4 필터공정;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

압값으로 변환하는 제2 ADC 공정;

상기 제2 ADC공정으로부터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고속퓨리에 변환을 실행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

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제2 FFT 공정;

상기 제1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비트 배분과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4 독출공정;

상기 제4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1 통신국에서 데이터 전

송시 발생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선

택하는 제4 선택공정;

상기 제4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

2 FFT공정에서 끄집어내진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제2 복조공정; 및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제2 복조공정으로부터 임시적 으로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

4 임시기억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4.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통신국은,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과 동기시킴으로써,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잡음와 동기된 신호를 발생시

키는 잡음 동기신호 발생공정; 및

상기 잡음 동기신호 발생공정에서 발생된 잡음 동기신호를 상기 제2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제5 전송공정; 을 구비하며

,

상기 제2 통신국은,

상기 제1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잡음 동기신호를 수신하는 제5 수신공정;

상기 제5 수신수단에서 수신된 상기 지정된 반송파의 진폭의 변화에 의해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을 검출하는 타이

밍 검출공정; 및

상기 타이밍 검출공정에 의해 검출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의해, 상기 제4 기억수단에 기억된 비트 배분 및 송

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로부터, 상기 제2 변조공정으로, 잡음 레벨에 대응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지정을 실행하는 비트-송신 파워 배분선택공정; 을 구비하며,

상기 제1 기억수단에 기억된 두가지 종류의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할당으로부터 상기 제2 복조공정으로, 상기 제1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에 대응하여 사용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지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5.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수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6.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주파수대는 고주파수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7.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이 알려진 잡음 환경 하에서의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에 있어서,

제1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을 실행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스위칭하는 비트 배분 스위칭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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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위칭된 비트 배분을 사용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데이터를 할당하는 할당공정; 및

데이터가 할당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반대의 통신국으로 전송하는 반송파 전송공정을 포함하는 전송공

정; 을 구비하며,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

에서 잡음 레벨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 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공정은,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

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을 기억한 제1 기억공정으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1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독출공정으로부터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를 스위칭하는 제1 선택공정; 및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

에서 상기 잡음이 커지는 주기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전송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선택공정에 의해 선

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하여,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할당

하는 변조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39.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과,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데

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

을 기억한 제2 기억공정으로부터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2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독출공정으로부터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를 스위칭하는 제2 선택공정; 및

상기 제2 선택공정에 의해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사용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복조공정을 포함하는 수신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40.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공정은,

외부장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제1 임시기억공정;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1 기억공

정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되는 송신 파워 배분과 각 반송파에 할당

되는 비트 배분의 두가지 종류 및 상기 제1 임시기억공정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독출하는 제1 독출공정;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제1 독출공정에 의해 독출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의 두가지 종류

로부터 상기 제1 주파수대의 상기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을 

선택하는 제1 선택공정;

상기 각 반송파의 진폭을 상기 제1 선택공정에 의해 선택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상기 제1 선택공정으로부

터 독출된 상기 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비트들의 순서에 대응하는 진폭으로 변조하는 변조공정;

상기 변조공정에서 진폭을 변조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가산하고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출력

하는 IFFT 공정;

상기 IFFT공정으로부터 출력된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루프로 출력하는 DAC 공

정; 및

상기 DAC공정에 의해 루프로 출력된 상기 제1 주파수대의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2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

브를 제거하는 제1 필터공정;을 구비하며,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을 상기 다중 반송

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의 비트율 보다 크게 함으로써, 상기 제1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수신공정은,

상기 수신공정의 전방 위치에서,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의해 상기 제

1 주파수대에서 발생된 사이드 로브를 제 거하는 제2 필터공정;

상기 제2 주파수대의 반송파를 사용하여 상기 반대의 통신국으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전압값으로 변환하는 ADC 공정;

상기 ADC공정으로부터 디지탈 형태로 표현된 상기 전압값에 고속퓨리에 변환을 실행하여 그 진폭이 변조된 상기 제

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끄집어내는 FFT 공정;

상기 다중 반송파 전송장치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와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상기 잡음이 큰 주기에서, 상기 

제2 기억공정에서 기억된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를 위해 사용하는 송신 파워 할당 및 상기 제2 주파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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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송파에 할당되는 비트 배분의 두가지 종류를 독출하는 제2 독출공정;

상기 반대의 통신국에서 잡음 레벨의 변화 타이밍에 대응하여 할당된 비트 배분 및 송신 파워 배분과 동일한 비트 배

분 및 송신 파워 배분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FFT공정으로부터 상기 제2 주파수대의 각 반송파에 할당된 데이터를 끄

집어내는 복조공정; 및

데이터의 출력량을 일정값으로 하기 위해 상기 복조공정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끄집어내진 데이터를 기억하는 제2 임

시기억공정; 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42.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고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 주파수대는 저주파수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청구항 43.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주파수대는 저주파수대이며, 상기 제2주파수대는 고주파수대임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반송파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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