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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터비 디코더의 공유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 1 제어채널(F-

PDCCH)과 제 2 제어채널(F-GCH)의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저

장하는 제 1제어채널 입력부와 상기 제 2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2 제어채널 입력부들 중 하나에 저장된 수

신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시키는 입력부와, 상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코딩 결과를 출력하

는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와,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를 통해 출력된 디코딩 결과를 제 1제어채널 출력부와 제 2 제어채

널 출력부들 중 하나로 저장하는 출력부와, 상기 제 1 제어채널 및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들이 동시에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기 위한 신호인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를 '온'으로 세팅하고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 7

등록특허 10-0630168

- 1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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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F-PDCCH 송신기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2는 F-GCH 송신기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코더의 블록 다이어 그램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F-PDCCH와 F-G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동시에 입력된 경우 디코딩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F-PDCCH 디코딩 수행 중에 F-G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된 경우 디코딩 방법을 보여주는 도

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F-GCH 디코딩 수행 중에 F-PDC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된 경우 디코딩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된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에 대한 제어부의 전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패킷

제어 채널에 사용되는 두 개의 비터비 디코더를 공유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예를 들어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사용자 요구와 함께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HDR(High Data Rate)는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만

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이동통신시스템이다. 특히 CDMA2000 1x EV-DV(Evolution Data and Voice)와 같은 이동통

신시스템은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최근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상기 1x EV-DV에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F-PDCCH(Forward Packet Data Control Channel)와

F-GCH(Forward Grant Channel)라는 제어채널들을 사용한다.

상기 F-PDCCH는 단말이 F-PDCH(Foward Packet Data Channel)를 복조하는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사

용되는 물리 채널이다. 그러므로 상기 F-PDCCH는 기지국이 서비스를 받는 단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 데이터가 있

는 경우 반드시 전송해야 하는 제어 메시지를 운반한다. 따라서, 상기 F-PDCCH는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이 운반되는 F-

PDCH와 동일한 전송구간 및 동일한 전송 시작 시점을 가진다. 상기 F-PDCCH는 1.25ms인 1슬롯의 전송구간과, 2.5ms

인 2슬롯의 전송구간 및 5.0ms인 4슬롯의 3가지 전송구간을 가진다. 상기 F-PDCCH는 기지국의 스케쥴러에 의해 채널

정보 및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버퍼 상태 등을 조합하여 상기 전송구간들 중 하나가 매 전송시점마다 결정된다.

상기 F-GCH는 단말이 R-PDCH(Reverse Packet Data Channel) RC(Radio Configuration) 7을 사용할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단말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기지국이 매 10ms 단위로 전송하는 채널이다.

도 1은 F-PDCCH 송신기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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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순방향 패킷데이터를 위한 13비트의 제어 정보는 CRC비트 첨가부(Add 8 Bit packet CRC(Cyclic

Redundancy Check)(10)에 의해 CRC비트가 첨가된 후, 부호화기 테일 비트 첨가부(Add 8 Bit Encoder Tail Bits)(12)에

의해 테일 비트가 첨가된다. 상기 테일 비트 첨가부(12)의 출력은 부호화기(k=9 Convolutional Encoder)(14)에 의해서 전

송채널에서 발생되는 잡음으로부터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콘볼루셔널 코드를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이때, 1슬롯, 2슬

롯, 4슬롯에 해당되는 전송구간을 각각 n=1, 2, 4로 표기하면, 상기 부호화기(14)에서 부호화된 출력은 각각의 전송 구간

에 따라서 상이한 심볼 반복기(Symbol repeater)(16)와 심볼천공기(Symbol puncturer(18)에 의해 선택적으로 심볼 반

복 및 심볼 천공된다. 상기 심볼 반복 및 천공 된 데이터는 블록인터리버(20)에 의해 인터리빙되어 변조 심볼로 변환된 후,

시그널 포인트 매핑기(22)를 통해 매핑되고, 채널 게인 제어부(24)에 의해 채널 게인과 곱해져서 RF(Radio Frequency)대

역으로 변환된 다음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된다.

도 2는 F-GCH 송신기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순방향 패킷데이터를 위한 14비트의 권한 정보는 CRC비트 첨가부(Add 10 Bit packet CRC(Cyclic

Redundancy Check)(40)에 의해 CRC비트가 첨가되어 부호화기 테일 비트 첨가부(Add 8 Bit Encoder Tail Bits)(42)에

의해 테일 비트가 첨가된 후 부호화기(k=9, R=1/4 Convolutional Encoder)(44)를 통해서 전송채널에서 발생되는 잡음으

로부터 발생되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콘볼루셔널 코드를 사용하여 부호화된다. 상기 부호화기(44)에서 부호화된 출력

은 심볼천공(Symbol puncturing)(46)블록에 의해 심볼 천공된 후, 블록인터리버(48)에 의해 인터리빙되어 변조 심볼로

변환된다. 상기 변조 심볼은 스크램블러(50)에서 스크램블링 비트가 곱해진 후 시그널 포인트 매핑기(52)를 통해 매핑되

어, 채널 게인 제어부(54)에 의해 채널 게인과 곱해져서 RF(Radio Frequency)대역으로 변환된 다음 안테나를 통해서 전

송된다.

상기 도 1 및 도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콘볼루셔널 코드를 사용하는 F-PDCCH와 F-GCH의 데이터를 수신 단에서 복조

하기 위해서는 두 채널 모두 비터비(viterbi)디코더가 사용된다. F-PDCCH 및 F-GCH에 대하여 각각 비터비 디코더를 사

용하게 되면, 하드웨어의 크기 및 전력 면에 있어서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병행하게 동작하는 F-PDCCH와 F-

GCH에 대해 비터비 디코더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F-PDCCH와 F-

GCH의 수신단에서 비터비 디코더를 공유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공유된 비터비 디코더를 통해 F-PDCCH와 F-GCH의 수신데이터를 복조하는 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 1 제어채널(F-PDCCH)과 제

2 제어채널(F-GCH)의 수신데이터를 디코딩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제어채널입력부와 상기 제 2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2 제

어채널입력부들 중 하나에 저장된 수신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시키는 입력부와,

상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코딩 결과를 출력하는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와,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를 통해 출력된 디코딩 결과를 제 1제어채널출력부와 제 2 제어채널 출력부들 중 하나로 저장

하는 출력부와,

상기 제 1 제어채널 및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들이 동시에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의 디코

딩을 대기시키기 위한 신호인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를 '온'으로 세팅하고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0630168

- 3 -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를 공유하는 디코딩 장치에 의해 제 1 제어채널과 제 2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제 1 제어 채널 및 상기 제 2 제어 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들을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제 1 제어채널 및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

신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고,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가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 중 제 2 제어채널 디코딩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고,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가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 중 상기 제 1 제어채널 디코딩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을 중단하고,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고, 제 1제어채

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이 끝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 디코딩의 대기상태를 판단하는 과정

과,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제 2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이 대기되어 있으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 데이터의 디코딩

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상에 표시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로 나타내었으며, 하기에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

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수신 단에서 F-PDCCH와 F-GCH를 위한 비터비 디코더의 코어부를 공유하여 설계한다. 또한, 공유된 비

터비 디코더 코어부의 사용으로 인한 디코딩 시간이 충돌하지 않도록 F-PDCCH와 F-GCH 각각의 디코딩 시 시간을 제어

하여 디코딩을 수행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F-PDCCH와 F-GCH의 공유 비터비 디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도

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F-PDCCH와 F-GCH디코딩을 위해 공유된 비터비 디코더는 크게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와,

입력부(120)와, F-GCH제어부(125)와,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와, 출력부(140)와, F-PDCCH제어부(150)로 구성된

다.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는 격자상의 브렌치들 각각에 대한 브랜치 메트릭 값들을 계산하는 BMC(Branch Metric

Calculator)(132)와, 상기 브렌치 메트릭 값들에 따라 패스(Path)메트릭 값을 계산하여 서바이버(survivor) 경로들을 선

택하는 ACS(Add Compare Select)블록(134)과, 서바이버 경로들을 역추적하여 디코딩을 수행하는 역추적부(Trace

Back)(136)블록과, 상기 BMC(132)와 ACS(134)와, Trace Back(136)을 제어하는 비터비 제어부(138)를 포함하여 구성

된다.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디코딩 시작 신호들에 따라 F-PDCCH입력부(120a)와 F-GCH입력부(120b)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하는 상기 입력부(120)와,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와,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

를 통해 출력된 신호의 디코딩 결과를 F-PDCCH출력부(140a)와 F-GCH출력부(140b)들 중 하나로 저장하는 상기 출력

부(140)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F-PDCCH의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되면 F-

PDCCH입력부(120a)를 통해 F-PDCCH의 수신 데이터를 BMC(132)로 출력하고, F-GCH의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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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GCH입력부(120b)를 통해 상기 F-GCH의 수신 데이터를 BMC(132)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

어부(110)는 F-PDCCH의 디코딩이 끝나면 상기 역추적부(136)의 출력 신호를 F-PDCCH출력부(140a)를 통해 출력시키

고, F-GCH의 디코딩이 끝나면 상기 역추적부(136)의 출력 신호를 F-GCH출력부(140b)를 통해 출력한다.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는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의 시간적인 제어에 따라 F-PDCCH와 F-GCH의 디

코딩을 수행한다.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인 F-PDCCH 및 F-GCH를 디코딩하는 시간을 제어하는 방법은

도면 4 내지 6을 참조하여 상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F-GCH 제어부(125)는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와 인터페이스하며 F-GCH 디코딩 시에 제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고, F-PDCCH제어부(140)는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130)와 인터페이스하며 F-PDCCH 디코딩 시 제어를 담당한다. 비

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F-GCH 또는 F-PDCCH를 위한 디코딩을 위해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130)를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적 제어를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라 공유된 비터비 디코더의 동작은 디코딩 시작 신호를 입력받는 경우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즉, F-

PDCCH와 F-G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동시에 입력된 경우와, F-PDCCH 디코딩 수행 중에 F-G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된 경우와, F-GCH 디코딩 수행 중에 F-PDC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된 경우이다. 상기 공유된 비터비 디코더는

상기한 3가지의 경우들에 따라 시간적인 제어를 통해 디코딩을 하게 된다.

F-PDCCH의 데이터는 1.25ms주기로 수신되고, F-PDCCH 수신데이터의 최대 디코딩 시간은 Blind rate detection하기

위한 처리 시간을 포함하여 약 0.1ms이다. F-GCH의 데이터는 10ms주기로 수신되고, 최대 디코딩 시간은 상기 F-

PDCCH보다 짧은 약 0.03ms 정도이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F-PDCCH 디코딩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디코딩 시작 신호에 따라 디코딩을 수행하는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아이들 상태(IDLE state)는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가 F-PDCCH 디코딩 시작신호(PDCCH_DEC_start) 또는

F-GCH 디코딩 시작 신호(GCH_DEC_start)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PDCCH_DEC_start가 1이면, F-PDCCH 디코딩 중임

을 알리는 PDCCH_DEC_STATUS가 1로 천이된다. GCH_DEC_start가 1이면, F-GCH를 디코딩 중인 상태를 알리는

GCH_DEC_STAUS가 1로 천이된다. GCH_Delay_Flg는 F-PDCCH 디코딩 이 완료된 후, F-GCH를 디코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플래그이다. GCH_DEC_Core_Reset은 F-GCH를 디코딩 중에 F-PDCCH를 디코딩하기 위해 BMC(132), ACS

(134) 와 Trace Back(TB)(136) 및 비터비 제어부(138)의 레지스터들을 초기화하는 신호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PDCCH와 G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동시에 입력된 경우 디코딩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아이들 상태에서 상기 PDCCH_DEC_start와 GCH_DEC_start가 동시에 1로 천이된다. 이 경우, 디

코더는 먼저 F-PDCCH 디코딩 후에 GCH 디코딩을 수행한다. 따라서,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GCH_Delay_

Flg를 'On'으로 세팅하고, PDCCH_DEC_state를 1로 천이하여 F-PDCCH의 디코딩을 수행한다. 상기 F-PDCCH 디코딩

이 끝나면,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PDCCH_DEC_state를 0으로 천이시키고, GCH_Delay_Flg를 'Off'로 세팅

시킨 후, F-GCH의 디코딩을 수행한다. 이 때, GCH_DEC_state는 '1'로 천이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F-PDCCH 디코딩 수행 중에 F-G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된 경우 디코딩 방법을 보여주는 도

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PDCCH_DEC_start가 먼저 1이 되어, F-PDCCH 디코딩을 수행하는 중에 GCH_DEC_start가 1이

된다. 이 경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상기 PDCCH_DEC_start가 입력된 시점부터 PDCCH_DEC_state를 '1'

로 천이시켜, F-PDCCH 디코딩을 수행한다. 상기 F-PDCCH 디코딩 수행 중에 GCH_DEC_start가 입력되면, 비터비 디코

더 코어 제어부(110)는 상기 GCH_DEC_start가 입력된 시점에서 GCH_Delay_Flg를 'On'시키고, 상기 F-PDCCH 디코딩

을 계속 수행한다. 그러므로, PDCCH_DEC_state는 '1'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상기 F-PDCCH 디코딩 수행이 끝나면,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PDCCH_DEC_state를 '0'으로 천이시키고, GCH_Delay_Flg를 'Off'로 세팅시킨

후 F-GCH 디코딩을 시작한다. F-GCH 디코딩이 시작되면 GCH_DEC_state는 '1'로 천이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F-GCH 디코딩 수행 중에 F-PDCCH 디코딩 시작 신호가 입력된 경우 디코딩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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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GCH_DEC_start가 먼저 1로 입력되어, GCH_DEC_state를 '1'

로 천이시켜, F-GCH 디코딩을 수행한다.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110)부는 F-GCH 디코딩 수행 중에 PDCCH_DEC_

start가 1이 되면, 상기 수행 중인 F-GCH 디코딩을 중단 후 GCH_DEC_Core_Reset을 '1'로 세팅하고, GCH_DEC_state

는 '0'으로 천이시킨다. 상기 F-GCH 디코딩이 잠시 중단되었으므로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GCH_Delay_Flg

를 'On'시키고, PDCCH_DEC_state를 '1'로 천이시켜 F-PDCCH 디코딩을 시작한다. 상기 F-PDCCH 디코딩이 끝나면, 비

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PDCCH_DEC_state를 '0'으로 천이시키고, GCH_Delay_Flg를 'Off'시킨 후 F-GCH 디

코딩을 다시 시작한다. 이때, GCH_DEC_state는 다시 '1'로 천이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공유된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의 전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300단계에서는 비터비 디코더의 디코딩 시작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 상태이다.

302단계에서 PDCCH_DEC_start와 GCH_DEC_start가 '0'이면 300단계로 복귀하고, 그렇지 않으면 304단계로 진행한

다. 304단계에서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PDCCH_DEC_start가 '0'이고, GCH_DEC_start가 1로 천이되었는

지를 확인하여, 천이되었으면 318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306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18단계에서는 PDCCH_DEC_STATUS가 '1'인지 확인하여 맞으면 314단계로 진행하고, 아니면 322단계로 진행한

다.

상기 306단계에서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110)는 상기 PDCCH_DEC_start 및 GCH_DEC_start가 모두 '1'인지 확인

한다. 상기 확인결과 모두 '1'로 천이되었으면, 상기 도 4와 같은 경우로 314단계로 진행하여 GCH_Delay_Flg를 'On'한다.

상기 확인결과 모두 '1'이 아니면, 308단계로 진행하여 PDCCH 디코딩을 수행한 후 310단계로 진행한다. 310단계에서는

GCH_DEC_start가 '1'인지 확인하여 맞으면 상기 도 5에 해당하는 경우로 314단계로 진행하고, '1'이 아니면 312단계로

진행한다. 312단계에서는 PDCCH_DEC_STATUS가 '1'인지 확인하여 맞으면 308단계로 진행하고, '1'이 아니면 316단

계로 진행한다. 상기 316단계에서는 GCH_Delay_Flg 상태를 확인한다. 상기 GHC_Delay_Flg 상태가 'Off'이면 300단계

로 복귀하고, 'On'이면 320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320단계에서는 GCH_Delay_Flg 상태를 'Off'하고 322단계로 진행하여 F-GCH 디코딩을 수행한다. 상기 디코딩 수

행 중 324단계로 진행하여 PDCCH_DEC_start가 '1'인지 확인한다. 상기 확인결과 '1'이면, 상기 도 6에 해당하는 경우로

326단계에서 F-GCH 디코딩을 멈추고 F-GCH와 관련된 정보를 리셋한 후, 314단계로 진행하여 GCH_Delay_Flg를 'On'

한 후 308 단계로 진행하여F-PDCCH 디코딩을 수행한다. 상기 324단계의 PDCCH_DEC_start의 확인결과 '1'이 아니면,

328단계로 진행하여 GCH_DEC_STATUS가 '1'인지 확인한다. 상기 확인 결과 1이면 322단계로 복귀하고, '1'이 아니면

300단계로 복귀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 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1X EV-DV 시스템에서 F-PDCCH와 F-GCH 비터비 디코더의 로직을 시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게이트 카운

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게이트 카운트가 줄어들면 무선 환경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파워소모와, 칩 크기가 줄어들어

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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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 1 제어채널(F-PDCCH :

Foward Packet Data Control Channel)과 제 2 제어채널(F-GCH : Forward Grant Channel)의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

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1제어채널 입력부와 상기 제 2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 2

제어채널 입력부들 중 하나에 저장된 수신 데이터를 선택하여 출력시키는 입력부와,

상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디코딩 결과를 출력하는 비터비 디코더 코어와,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를 통해 출력된 디코딩 결과를 제 1제어채널 출력부와 제 2 제어채널 출력부들 중 하나로 저장하

는 출력부와,

상기 제 1 제어채널 및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들이 동시에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의 디코

딩을 대기시키기 위한 신호인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를 '온'으로 세팅하고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에 대한

디코딩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는,

상기 입력부로부터 출력된 수신 데이터에 따라 형성되는 격자상의 브렌치들 각각에 대한 브렌치 메트릭 값들을 계산하는

브렌치 메트릭 계산부와,

상기 브렌치 메트릭 값들에 따라 패스 메트릭 값들을 계산하여 서바이버 경로들을 선택하는 ACS(Add Compare Select)

블록과,

상기 서바이버 경로들을 역추적하여 디코딩을 수행하는 역추적부와,

상기 브렌치 메트릭 계산부와, 상기 ACS블록과, 상기 역추적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가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디코딩을 수행할 것으로 결정하면, 상기 제 1제어채널 입력부에

저장된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로 출력하고,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가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을 수행할 것으로 결정하면, 상기 제 2제어채널 입력부에

저장된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는,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가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디코딩을 결정하면,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에서 출력된 디코

딩 결과를 상기 제 1 제어 채널 출력부로 저장하고,

등록특허 10-0630168

- 7 -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 제어부가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을 결정하면,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에서 출력된 디코

딩 결과를 상기 제 2 제어 채널 출력부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 데이터의 디코딩 시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의 디코딩 동작을 제어하는 제 1 제어채널 제어부

와, 상기 제 2제어채널 수신 데이터의 디코딩 시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의 디코딩 동작을 제어하는 제 2 제어채널 제어

부와,

상기 제 1 제어채널 및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들에 따라 상기 제 1 제어채널 또는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 데

이터에 대한 상기 입력부의 선택 및 상기 출력부의 저장과, 상기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의 디코딩 결정하는 비터비 코어 제

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 중 제 2 제어채널 디코딩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를 '온'으로 세팅하고,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2 제어 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 중에 제 1 제어채널 디코딩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

데이터의 디코딩 수행을 중단하고,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를'온'으로 세팅 후, 제 1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제 1항, 제 6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이 끝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가 '온'인지 확인하고,

상기 제 2제어채널 딜레이플래그가 '온'이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딜레이 플래그를 '오프'로 세팅한 후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30168

- 8 -



상기 제 1 제어채널은 F-PDCH(Foward Packet Data Channel)를 복조하는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사용되

는 F-PDCCH이고, 상기 제 2 제어채널 R-PDCH(Reverse Packet Data Channel) RC(Radio Configuration) 7을 사용할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단말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F-GCH(제어채널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비터비 디코더 코어부를 공유하

는 디코딩 장치에 의해 제 1 제어채널(F-PDCCH : Foward Packet Data Control Channel)과 제 2 제어채널(F-GCH :

Forward Grant Channel)의 수신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 채널 및 상기 제 2 제어 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들을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 상기 제 1 제어채널 및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디코딩 시작신호가 동시에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

신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고, 상기 제 1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가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 중 제 2 제어채널 디코딩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고,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가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 중 상기 제 1 제어채널 디코딩 입력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 수행을 중단하고,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대기시키고, 제 1제어채

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제 1 제어채널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이 끝나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데이터 디코딩의 대기상태를 판단하는 과정

과,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제 2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의 디코딩이 대기되어 있으면, 상기 제 2 제어채널 수신 데이터의 디코딩

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채널과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를 각각 제 1제어채널 입력부와 제 2제어채널 입력부에 저장하고,

상기 제 1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결과와 상기 제 2 제어채널의 수신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결과를 각각 제 1

제어채널 출력부와 제 2제어채널 출력부에 각각 구분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채널은 F-PDCH(Forward Packet Data Channel)를 복조 하는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사용

되는 F-PDCCH이고, 상기 제 2 제어채널 R-PDCH(Reverse Packet Data Channel) RC(Radio Configuration) 7을 사용

할 경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도록 단말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F-GCH 제어채널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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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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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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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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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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