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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변 데이터레이트의 채널 구조를 가지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직교부호 할당 방법 및

그에 따른 장치

요약

  본 발명에는 가변 데이터 전송레이트의 채널 구조를 가지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직교부호의 사용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서킷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직교부호를 할당하고, 이와 동

시에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해당하는 직교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직교부호들을 이후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직교부

호로 할당한다. 이러한 직교부호의 할당에 따른 정보는 소위 월시풀에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킷데이터가 최대

데이터레이트 미만의 데이터레이트로 전송되는 경우에, 상기 패킷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할당된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패

킷 데이터의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레이트로 통신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가능

한 직교부호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교부호의 사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이점이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등록특허 10-0526537

- 1 -



CDMA, 가변 데이터레이트, 직교부호, 확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월시부호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길이 256인 월시부호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월시부호 할당시 여러 사용자간의 간섭 문제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월시풀에 따라 채널 송신기를 제어하는 본 발명에 따른 채널 확산장치의 구성을 나타내

는 도면.

  도 5는 도 4의 채널 송신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4의 월시풀 생성기의 생성플로우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7 및 도 8은 도 4의 제어기의 월시풀내의 월시 사용자들에 대한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플로우를 나타내는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확산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변 데이터레이트에 따라 동작하는

채널 구조하에서 직교부호를 할당하고 그 할당결과에 따라 채널을 확산시키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이하 CDMA 통신

시스템이라 칭한다)은 용량 증대를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써, 직교부호(orthogonal code)를 사용하여 채널을 구분

(channel separation)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직교부호에 의한 채널 구분을 실행하는 예는 IMT-2000시

스템의 순방향 링크(forward link)를 들 수 있으며, 역방향 링크(reverse link)에서도 시간 동기조정(time alignment)을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예에서 임의의 변조 방법이 결정되고 최소 데이터 전송율(minimum data rate)이 결정

되면, 가용한 직교부호의 숫자가 정해진다.

  IMT-2000시스템에서는 데이터전송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전송은 서플리멘탈 채널

(Supplemental channel)에서 이루어진다. 상기 서플리멘탈 채널(Supplemental channel)에서 전송되어지는 데이터는 실

시간으로 전송되어져야하는 동화상정보(서킷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패킷 데이터일 수도 있다. 상기의 데이터전송

은 몇 가지의 가변 전송레이트(variable rate)로 전송되어진다. 예를 들면, 서플리멘탈채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데이터 전송레이트(rate)는 9.6Kbps, 19.2Kbps, 38.4Kbps, 76.8Kbps , 153.6Kbps, 307.2Kbps, 614.4Kbps들이다. 이

때 각각의 데이터 전송레이트(rate)에 따른 월시부호의 월시부호 길이(spreading factor)는 256, 128, 64, 32, 16, 8, 4이

다. 또한, IMT-2000시스템에서는 순방향 공통제어채널(Forward Common Control Channel)의 경우에도 몇 가지의 가

변 전송레이트(variable rate)로 전송되어진다. 예를 들면, 공통제어채널에서의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데이터 전송레

이트(rate)는 9.6Kbps, 19.2Kbps, 38.4Kbps들이다. 이때 각각의 데이터 전송레이트(rate)에 따른 월시부호의 월시부호

길이(spreading factor)는 256, 128, 64이다.

  상기 가변 데이터레이트를 갖는 채널의 프레임은 상기의 데이터레이트중 임의의 데이터레이트로 전송되어지는데, 이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송도중에 임의대로 전송 데이터레이트를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송레이트 19.2Kbps로 데이터

전송을 하는 도중, 채널환경이 좋아지면 그 이상의 전송레이트인 38.4Kbps 내지 614.4Kbps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반하

여, 채널환경이 나빠지면 그 이하의 전송레이트인 9.6Kbps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채널환경은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칭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상기의 예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전송레이트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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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 월시부호 길이는 줄어들게 된다. 이때 월시 직교부호 할당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 3은 상기와 같은 문제

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기 전에 월시부호의 구조에 관하여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월시부호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월시부호 조합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시부호 W는 소정 월시부호 길이(N)를 가지는 소정 개수(N)의 월시부호들로 이루어지며, N/2의 길이를 가지는 4개의 월

시부호 조합들로 나뉘어진다. 이때, N/2를 월시부호 길이로 하는 N/2개의 월시부호들을 월시부호 조합 W'라 정의하면, 상

기 월시부호 W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기 N/2의 길이를 가지는 2개의 상측 월시부호 조합들은 앞에

서 정의한 월시부호 조합 W'를 2번 반복한 형태이다. 한편, 상기 N/2길이를 가지는 하측 앞쪽의 월시부호 조합 W는 앞에

서 정의한 월시부호 조합 W'로 구성되며, 상기 N/2의 길이를 가지는 하측 뒤쪽의 월시부호 조합은 상기 앞에서 정의한 월

시부호 조합 W'를 반전한 월시부호 조합( )으로 구성된다. 상기 반전은 월시부호 "1"은 월시부호 "0"으로 바꾸고, 월시

부호 "0"은 월시부호 "1"로 바꾸는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하기의 <수학식 1>은 상기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한 월시부호 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월시부호 길이가 2인 월시부호 조

합에서 월시부호 길이가 4인 월시부호 조합을 유추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상기 월시부호 길이가 4인 월시부호 조합은 앞

에서 언급한 월시부호 조합 W에 대응하며, 상기 월시부호 길이가 2인 월시부호 조합은 앞에서 언급한 월시부호 조합 W'에

대응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월시부호 길이 256인 월시부호 조합을 관찰하면 도 2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표시되어진다. 상기 도 2에서 도시하고 있는 월시부호 조합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시부호 조합 W는 256의

월시부호 길이를 가지는 256개의 월시부호들로 이루어지며, 128의 길이를 가지는 4개의 월시부호 조합들로 나뉘어진다.

이때, 128을 월시부호 길이로 하는 128개의 월시부호들을 월시부호 조합 W'라 정의하면, 상기 월시부호 W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기 128의 길이를 가지는 2개의 상측 월시부호 조합 W는 앞에서 정의한 월시부호 조합 W'를

2번 반복한 형태이다. 한편, 상기 128의 길이를 가지는 하측 앞쪽의 월시부호 조합 W는 앞에서 정의한 월시부호 조합 W'

로 구성되며, 상기 128의 길이를 가지는 하측 뒤쪽의 월시부호 조합은 상기 앞에서 정의한 월시부호 조합 W'를 반전한 월

시부호 조합 ( )으로 구성된다.

또한, 64를 월시부호 길이로 하는 64개의 월시부호들을 월시부호 조합 W"라 정의하면, 상기 월시부호 W"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기 월시부호 W" 각각의 64의 길이를 가지는 2개의 상측 월시부호 조합은 앞에서 정의한 월

시부호 W"를 2번 반복한 형태이다. 한편, 상기 월시부호 W" 각각의 64의 길이를 가지는 하측 앞쪽의 월시부호 조합은 앞

에서 정의한 월시부호 W"로 구성되며, 상기 64의 길이를 가지는 하측 뒤쪽의 월시부호 조합은 상기 앞에서 정의한 월시부

호 W"를 반전한 월시부호 조합 ( )으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월시부호 조합 W'의 구성은 상기 월시부호 조합 W를 구성

하는 모든 월시부호 조합 W'에 공통되게 적용된다. 한편, 상기 월시부호 조합 W를 구성하는 월시부호 조합 또한 앞에

서 개시하고 있는 월시부호 조합 W'의 구성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성질을 갖는 월시부호를 월시부

호로 사용할 때, 서로 다른 사용자간의 간섭(상관도)이 작아질수록 좋다.

  도 3은 환경변화에 따라 전송 데이터레이트가 달라질 때에 두 사용자간의 월시부호에 따른 상관도를 도시한다. 상기 도 3

에서, 사용자 1은 데이터레이트 38.4Kbps로 8번 월시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상기 데이터레이트 38.4Kbps로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월시부호 길이 64를 가지는 월시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자명할 것이

다. 따라서, 상기 사용자 1의 데이터는 월시부호 길이 64의 8번 월시부호로 확산되어 데이터레이트 38.4Kbps로 전송되며,

이는 데이터레이트 9.6Kbps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비해 4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8번 월시부호를 사용하여 데

이터레이트 9.6Kbps로 전송되는 사용자 4의 데이터 전송 형태와의 대비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기 사용자 1의

데이터 전송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부호 심볼은 첫 번째 64칩의 확산부호(즉, 8번 월시부호에서 첫 번

째 64칩)로 확산하고, 두 번째 부호 심볼은 두 번째 64칩의 확산부호(즉, 8번 월시부호에서 두 번째 64칩)로 확산하고, 세

번째 부호 심볼은 세 번째 64칩의 확산부호(즉, 8번 월시부호에서 세 번째 64칩)로 확산하고, 네 번째 부호 심볼은 마지막

64칩의 확산부호(즉, 8번 월시부호에서 마지막 64칩)로 확산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2는 데이터레이트 19.2Kbps로 8번 월시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상기 데이터레이트 19.2Kbps로 데

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월시부호 길이 128을 가지는 월시부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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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용자 2의 데이터는 월시부호 길이 128의 8번 월시부호로 확산되어 데이터레이트 19.2Kbps로

전송되며, 이는 데이터레이트 9.6Kbps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비해 2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8번 월시부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레이트 9.6Kbps로 전송되는 사용자 4의 데이터 전송 형태와의 대비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

기 사용자 2의 데이터 전송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부호 심볼은 앞의 128칩의 확산부호(즉, 8번 월시

부호에서 앞부분 128칩)로 확산하고, 두 번째 부호 심볼은 뒤의 128칩의 확산부호(즉, 8번 월시부호에서 뒷부분 128칩)로

확산한다.

다음으로, 사용자 3은 데이터레이트 19.2Kbps로 월시부호 길이 128의 72번 월시부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송하고자 하

는 두 부호 심볼들을 각각 128칩의 확산부호(72번 월시부호)에 의해 확산된다.

상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용자 4 내지 7은 데이터레이트 9.6Kbps로 월시부호 길이 256의 고유한 월시부호를 사

용하며, 전송하고자 하는 각 심볼은 256칩 월시부호에 의해 확산된다. 이때, 사용되는 고유한 월시부호는 상기 사용자 4

내지 7의 데이터레이트에 대응한 8본, 72번, 136번, 200번 월시부호이다.

  한편, 상술한 서로 다른 데이터레이트와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간의 상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8.4Kbps의 데이터레이트에 의한 8번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 1이 19.2Kbps의 데이터레이트에 의한 72번 월

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 3에 의해 받게되는 상관도를 상기 사용자 1의 심볼 단위인 64칩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사용자 1의 심볼 1은 해당 칩 구간에서 상기 사용자 3과 동일한 월시부호( )를 사용함으로 인해 상기 사용자 1과

상기 사용자 3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상기 해당 칩 구간에서는 상기 사용자 1은 상기 사용자 3에 대해 상관도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1의 하나의 심볼에 해당하는 칩 단위(64칩)로 상기 사용자 3과 대비하

여 볼 때, 상기 사용자 1과 상기 사용자 3간에는 상기 사용자 1의 두 심볼(심볼 1, 심볼 3)에 대응하는 칩 구간 동안 상관도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용자 1에 따른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면 상기 사용자 3에 따른 데이터는 전

송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38.4Kbps의 데이터레이트에 의한 8번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 1이 9.6Kbps의 데이터레이트에 의한 72번,

136번, 200번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 5 내지 7에 의해 받게되는 상관도를 상기 사용자 1의 심볼 단위인 64칩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 사용자 1의 심볼 1은 해당 칩 구간에서 상기 사용자 5 내지 7과 동일한 월시부호( )를 사

용함으로 인해 상기 사용자 1과 상기 사용자 5 내지 7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상기 해당 칩 구간에서는 상기 사

용자 1은 상기 사용자 5 내지 7에 대해 상관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사용자 1의 하나의 심볼에 해당

하는 칩 단위(64칩)로 상기 사용자 5 내지 7과 대비하여 볼 때, 상기 사용자 1과 상기 사용자 5간에는 상기 사용자 1의 두

심볼(심볼 1, 심볼 3)에 대응하는 칩 구간 동안 상관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기 사용자 1과 상기 사용자 6

간에는 상기 사용자 1의 두 심볼(심볼 1, 심볼 2)에 대응하는 칩 구간 동안 상관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상기 사용

자 1과 상기 사용자 7간에는 상기 사용자 1의 두 심볼(심볼 1, 심볼 4)에 대응하는 칩 구간 동안 상관도가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용자 1에 따른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면 상기 사용자 5 내지 7에 따른 데이터는 전송할 수 없

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1과 같이 길이가 짧은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생기면 그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월시부호를 사

용하는 사용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관도 성질이 나빠져서 몇 개의 월시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기와 같은 예에서 월시부호의 총길이가 256이고 월시부호 길이64인 n(0≤n<64)번 월시부호( )를 사용하

는 어느 한 사용자가 있을 때, 상기 월시부호의 길이보다 더 긴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n번 월시부호( )를 사용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n+64, n+128, n+192번 월시부호( , , )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상기와 같이 한

사용자에 의해 몇 개의 월시부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상기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가 증가할수록 월시부호의 길

이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월시부호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레이트는 채널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이때 최대 데이터레이트

(Maximum data rate)는 기지국에 의해서 초기에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최대 데이터레이트가 결정이 되어졌을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월시부호가 결정되는데, 이때 사용자가 항상 최대 데이터레이트만으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정된 최대 데이터레이트 미만의 데이터레이트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도 최

대 데이터레이트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월시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두는 것은 월시부호의 사용에 있어서 낭비를 초래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가변 데이터레이트(variable data rate)의 채널 구조를 가지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

에서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레이트로 통신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불가능한 직교부호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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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가변 데이터레이트의 채널 구조를 가지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레이트가 가

변됨에 따라 직교부호의 사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직교부호 할당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월시부호의 사용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월시부호 풀을 생성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들

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 확산부호로 쓰이는 직교부호 등과 같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

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 없이 또한 이들의 변형에 의해서도 본 발명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또한 하기의 설명에서, "직교 확산"이라는 용어와 "채널 확산"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확산부호"라는 용어는 월시 직교부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라는 용어는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가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이는 해당하는 채널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월시부호를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는 IMT-2000기지국의 확산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른 데이터레이트를 사용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기의 실시 예에서는 월시부호의 활용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먼저 종래 기술의 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월시부호의 총길이가 256이고 월시부호 길이 64인 n(0≤n<64)번 월시 직교

부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때, 월시부호 길이가 더 긴 사용자는 n번 월시 직교부호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n, n+64,n+128,n+192번 월시부호( , , )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기에서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의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가 R이고, n번째(0≤n<R) 월시 직교부호 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집합 { | 0≤i<(256/R) }을 월시풀(pool)이라 칭한다. 여기서 256은 월시부호의 총길이를 나타낸다. 상기의 예에

서 월시풀은 { , , , }이다.

  또한, 하기에서 사용자가 결정된 최대 데이터레이트보다 낮은 데이터레이트로 전송할 때, 월시풀중에서 사용 가능한 월

시부호가 생기게 되므로, 이때, 불연속적으로 보내어도 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허용가능한 데이터레이트로 보내는 장치

가 설명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플리멘탈 채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용자가 있는데, 하나는 TV와 같은 실시간 동

영상을 전송하는 서킷 데이터 사용자(circuit data user)이고, 다른 하나는 불연속적으로 전송되어도 되는 인터넷 메일(E-

mail)과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packet data user)이다.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경우는 연속적으

로 동화상을 보내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시에 지연이 있으면 안 된다. 반면에, 상기 패킷 데이터 사용자의 경우는 불

연속적으로 인터넷 메일을 보내어도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시에 지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가 있으면 월시부호를 우선적으로 상기 서킷 데

이터 사용자에게 할당한다. 이때,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를 우선 사용자(Primary user)로 하여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해

당하는 월시부호 길이에 따른 월시풀을 만든다. 그 후에, 상기 패킷 데이터 사용자들과 같이 전송 지연이 허락되는 사용자

에게 상기 만들어진 월시풀에 있는 월시부호들 중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를 할당한다. 따라서,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

터레이트가 낮아질 때, 월시풀에서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가 생기면 그 월시부호를 할당하여 해당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

가 패킷을 전송하게된다. 하지만,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레이트를 사용하면, 모든 패킷 데이터 사용자의 패킷

전송은 정지되어진다.

  상기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킷 데이터 사용자에 의해 월시풀이 할당되어지고, 그 이후에 패킷 데이터 사용자

가 존재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월시부호 번호는 기존에 생성되어진 월시풀에 있는 월시부호 번호로 할당되

어진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게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개의 월시풀이 생성되어지고, 새로운 패킷

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게되면 기존에 먼저 생성되어진 월시풀에 있는 월시부호 번호들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월

시부호 번호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의 중요도(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은 패킷 데이터 사용

자가 호를 시도하게 되면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월시부호를 여러 월시풀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의 경우는 서비스를 호의 지연율이 높은 가능성이 큰 월시부호를 여러 월시풀중에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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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작은 크기의 월시풀이 여러 개 존재하고 최대 데이터레이트를 가지는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호를 시도할 경우, 상기의 서킷 데이터 사용자는 자신의 풀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 때 적당한 월시풀이

없고, 기존의 크기가 작은 월시풀을 포함하는 월시풀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기 포함되어지는 크기가 작

은 월시풀에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있으면 새로운 월시풀이 구성되어지지 못할 것이고, 상기 포함되어지는 크기가 작은 월

시풀에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없으면 상기의 크기가 작은 풀을 포함하는 크기가 큰 월시풀이 형성되어진다. 이때, 상기 월

시풀은 새로이 호 할당이 되어진 서킷 데이터 사용자 중심으로 제어될 것이다. 상기 기존의 월시풀을 포함하는 새로운 월

시풀을 구성함에 있어서 통신중인 패킷 데이터 사용자들의 월시부호 번호는 월시풀이 바뀜에 따라 새로이 다시 할당되어

질 수도 있고, 할당된 월시부호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월시풀을 자연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서플멘탈 채널의 경우 서킷 데이터 사용자를 중심으로 월시풀을 만드는 예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

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상기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변 데이터전송을 할 수 있는 채널구조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월시풀을 구성하고, 나머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월시풀에서 남아 있는 월시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적

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순방향 공통제어채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가변 데이터레

이트에 따른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지만 서킷 데이터 사용자는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순방향 공통제어채널에

적용하는 경우에 서킷 데이터 사용자는 중요도가 높은 제어채널로 할 수 있다.

  실시 예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월시풀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채널의 전송을 제어하는 장치를 도시한다.

  도 4를 살펴보면, 먼저 한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면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월시부

호가 존재하면 서킷 데이터 사용자에게 월시부호를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이 서킷 데이터 사용자를 우선 사용자(Primary

user)라 한다. 상기 우선 사용자에 대응한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해당하는 월시부호 길이가 월시풀 생성기 404에 입력된

다. 그러면, 상기 월시풀 생성기 404는 상기의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레이트로 통신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

는 월시부호 번호들과 길이의 집합인 월시풀을 계산하여 메모리402에 저장한다. 이후 상기 메모리 402에 저장되어 있는

월시풀에 있는 월시부호 번호로 통신하고 있는 한 명의 서킷 데이터 사용자와 다수의 패킷 데이터 사용자들의 데이터레이

트 정보가 제어기 400에 입력된다. 그러면, 상기 제어기 400은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를 점검하고,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에 대해서 월시풀 내에 어떤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상기 점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가 존재하면, 상기 존재하는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번호들을 소정 패킷 데이터 사용자에게 할당

하여 패킷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의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패킷 데이터

사용자에 대해서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억제하는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상기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의 할당 여

부에 의해 상기 제어기 400으로부터 출력되는 제어신호들은 대응하는 승산기430~436으로 입력된다. 또한 상기 제어기

400으로부터 출력되는 월시부호들은 대응하는 각 채널 송신기 420~436으로 입력된다. 상기 승산기 430-436은 상기 채

널 송신기 420-426의 뒤 단에 연결되어 전송신호의 채널 이득을 조정하는 이득조정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서 상기 승산기 430-436은 상기 제어기 400으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채널 송신기 420-426의

출력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게 된다. 그러면, 각각의 채널 송신기 420-426은 상기 제어기 400으로부터 입력되는 월시부호

에 의해 송신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승산기 430-436에 입력되도록 한다. 이때 상기 승산기 430-436에 입력되는 상기 제

어기 400으로부터의 제어신호는 "1"과 "0"으로 표현되어진다. 상기 제어기 400은 해당 채널의 월시부호가 사용 가능해지

면 해당 채널에 대한 제어신호로 "1"을 출력하고, 해당 채널의 월시부호가 사용불가능해지면 해당 채널에 대한 제어신호로

"0"을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제어신호가 해당채널의 채널송신기 출력에 승산되도록 한다. 그러면, 해당 채널의 월시부호

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 채널에서의 승산기는 채널송신기에서 출력되어진 신호들을 그대로 출력하게 되고, 반면에 해

당 채널의 월시부호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채널에서의 승산기는 "0"을 출력하게 된다. 이렇게 승산기 430-436에

서 제어되어 출력되는 신호들은 가산기 440으로 입력되어 모두 가산되어진 후 출력된다. 상기 가산기 440에 의해 가산되

어진 신호는 승산기 450에 입력되고, 상기 승산기 450에 입력되는 PN(Pseudo Noise)부호와 승산되어져 출력된다. 이에

따라 PN확산(Spreading)된 신호가 출력된다.

  상기 제어기400은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를 점검하고,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에 대해서 월시

풀 내에 어떤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번호들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이때 제어기 400은 사용 가능한 월시의 사용자는 전

송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의 전송을 억제한다. 서킷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에 따라서 전송 가능한 채널과

억제되어지는 채널의 예가 하기 <표 1>에 도시되어 있다. 하기의 <표 1>은 종래기술에서 기술했던 예를 동일하게 사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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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월시풀내의

월시사용자

 경우1  경우2  경우3  경우4

서킷 데이터 사용자 ( )  38.4Kbps  19.2Kbps  19.2Kbps  9.6Kbps

패킷 데이터 사용자 ( )   19.2Kbps  9.6Kbps  9.6Kbps

패킷 데이터 사용자 ( )
    9.6Kbps

패킷 데이터 사용자 ( )
   9.6Kbps  9.6Kbps

  상기 <표 1>을 참조하면, 경우 1은 8번째 월시부호 W8을 사용하는 서킷 데이터 사용자(우선 사용자)가 38.4Kbps 데이

터레이트로 서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로, 이때 다른 사용자들( , , 사용자)은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

게 된다. 경우 2는 8번째 월시부호 을 사용하는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19.2Kbps 데이터레이트로 상기 서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로, 이때 72번째 월시부호 를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는 19.2Kbps 데이터레이트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사용자들( , 사용자)은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게 된다. 상기 경우 2에 대응하

는 경우로, 8번째 월시부호 을 사용하는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19.2Kbps 데이터레이트로 전송하는 경우에, 200번째

월시부호 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는 19.2Kbps 데이터레이트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른 사용자들

( , 사용자)은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우 3은 8번째 월시부호 을 사용하는 서

킷 데이터 사용자가 19.2Kbps 데이터레이트로 서킷 데이터를 전송하고, 72번째 월시부호 를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는 9.6Kbps 데이터레이트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로, 이때 200번째 월시부호 을 사용하는 패킷 데이터

사용자는 9.6Kbps 데이터레이트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구외의 다른 사용자( 사용자)는 패킷 데이터도 전

송하지 못하게 된다. 경우 4는 월시풀내의 모든 사용자들( , , , 사용자)이 9.6Kbps 데이터레이트로 데이

터를 전송하는 경우이다.

  상기 <표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월시풀은 도 4의 월시풀 생성기 404에 의해 생성되어 메모리 402에 저장되는 것으로,

이러한 월시풀의 생성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월시풀의 생성동작은 서킷 데이터의 전송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즉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

진다. 서킷데이터의 전송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월시부호 중에서 사용 가능한 제1월시부호들이 할당된다. 이후에, 패킷 데

이터 전송요구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할당된 제1월시부호 번호들에 대응하는 제2월시부호 번호들이 할당된다. 상기 <표

1>에서 월시부호 번호 은 서킷 데이터의 전송요구에 의해 할당되는 제1월시부호 번호이고, 월시부호 번호 , ,

은 패킷 데이터의 전송 요구시 사용하기 위한 제2월시부호 번호이다. 상기 할당된 제2월시부호 번호들은 이후 패킷데

이터의 전송요구시 사용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가 R이고, n번째

(0≤n<R) 월시 직교부호 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1월시부호 번호와 제2월시부호 번호는 집합 { | 0≤i<

(256/R) }에 의해 그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제1월시부호 번호가 할당되고, 이 제1월시부호 번호에 대응하는 월시

부호 번호가 상기 제2월시부호로 할당되게 된다. 이때, 상기 제2월시부호 번호로 할당될 우 있는 월시부호 번호는 상기 제

1월시부호 번호에 상기 확산길이 R을 양의 정수배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산한 결과로부터 얻어진다. 상기 월시부호 번호

를 얻기 위한 상세한 동작은 도 6을 참조하여 후술될 것임으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한편, 상술한 바에 의해 얻어지

는 월시부호의 개수는 월시부호의 총길이(위 집합에서 256)를 월시부호 길이 R로 제산한 수에 1을 뺀 수 만큼이다. 예를

들어, 8번 월시부호 이 제1월시부호 번호로 할당되었을 시 이 월시부호의 번호(8)와 월시부호 길이(예: 64)의 양의 정

수배(64*1,64*2,64*3)를 가산한 결과들(8+64,8+128,8+192)에 해당하는 번호들을 가지는 월시부호들이 제2월시부호

번호로 할당된다. 이때 월시부호의 총길이는 256이고, 월시부호 길이는 64, 즉 256/64=4이므로, 3개의 월시부호가 제2월

시부호 번호로 할당되게 된다.

한편 상술한 설명에서는 월시부호와 월시번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상기 월시풀을 생성하

기 위해서는 제1월시부호 번호를 이용하여 제2월시부호 번호들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월시풀 생성기 404에서는

월시부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월시부호 번호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 생성된 월시부호 번호들이 메모리 402

에 저장됨에 있어서는 상기 생성된 월시부호 번호에 대응하여 월시부호가 저장되게 된다. 이와 같이 월시부호 번호에 대응

하여 월시부호를 저장하고 있는 상기 메모리 402는 제어기 400의 요구에 응답하여서는 월시부호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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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도 4에 도시된 채널송신기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으로, 전송을 위한 데이터를 채널별로 확산 처리하여 송신하는

다수의 채널송신기 420, 422, 424, 426 각각이 될 수 있다.

  상기 도 5에서, 데이터버퍼 502는 전송을 위해 입력되는 데이터 및 전송대기중인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CRC

(Cyclic Redundancy Code)발생기(add 16 bit CRC) 504는 수신되는 프레임 데이터에 따른 16비트의 CRC를 생성한 후,

수신된 프레임 데이터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테일 비트(Tail Bit) 발생기(add 8 bit encoder tail) 506은 상기 CRC발생기

504의 출력을 입력하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의 끝을 알리기 위한 8비트의 테일 비트를 생성한 후,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부가하여 출력한다. 채널부호기 508은 상기 테일 비트 발생기 506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채

널부호기 508은 길쌈부호기(convolutional encoder) 또는 터보부호기(turbo encoder)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레이트 매칭

부(Rate Matching) 510은 채널부호기 508에 의해 부호화된 데이터를 입력하여, 부호화된 심볼들이 동일한 심볼 레이트를

갖도록 반복하여 출력한다. 이 레이트 매칭부 510은 심볼 반복기 및 심볼 제거기로 구성될 수 있다. 인터리버 512는 상기

레이트 매칭부 510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신호변환기 514는 상기 인터리버 512에서 출력되는 데이터의 레벨

을 변환한다. 예를 들어, 신호변환기 514는 0 데이터를 +1로 변환하고 1 데이터를 -1로 변환한다. 승산기 516은 월시부

호 발생기로서 동작하는 것으로, 신호변환기 514의 출력을 월시부호와 승산하여 출력한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월시풀생성기 404가 월시풀을 생성하는 흐름을 도시한다.

  도 6을 살펴보면, 먼저 단계 600에서 R(=서킷데이터의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과 W(=서킷데이터의

월시부호 번호)가 입력되고, 월시풀의 월시부호 번호들의 인덱스(index)인 I와 월시풀에서 I+1번째 월시번호인 N이 0으

로 초기화된다. 이때 상기 W는 기존의 월시풀을 고려하여 할당되어야 한다. 즉 사용중이 아닌 직교부호를 가지고 원하는

최대 데이터레이트로 구성할 수 있는 월시풀이 가능한 경우에 도 6이 시작된다. 또한, 상기 단계 600단계에서는 최초 월시

부호 번호 P[0]로 상기 입력된 서킷 데이터의 월시부호 번호를 설정한다.

상술한 초기화 동작이 완료되면, 상기 월시풀 생성기 404는 단계 640으로 진행하여 상기 P[0]가 이미 할당되어 있는 월시

부호를 지정하는 원시부호 번호인가를 판단한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사용중인 월시부호 번호에 대응한 월시풀

을 생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에 따라 상기 월시풀 생성기 404는 해당하는 월시부호 번호가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단계

660으로 진행하여 다른 서킷 데이터의 월시부호 번호를 요구한다.

하지만, 상기 단계 640에서 할당되지 않는 월시부호 번호라 판단되면 상기 월시풀 생성기 404는 단계 610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판단단계인 610에서는 현재 결정된 월시부호 번호 P[I]가 월시풀에서 I+1번째 월시번호인 N이 확산부호 최대길

이인 256을 넘는지를 점검한다. 상기 단계 610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단계 620으로 진행하여 I를 1증가시킨 후 I번째

월시번호인 P[I]를 계산한다.

상기의 예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의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를 R이라 하

고, n번째(0≤L<64) 월시부호( )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월시풀은 단계 600에서 집합 { | 0≤i<(256/R)}과 같이

생성된다. 즉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의 월시 직교부호 번호부터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의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 R 간격의 번호들이 P[I]가 된다. 그리고 나면 판단단계 640으로 진행하여 P[I]가 기존에 사용되어진

월시부호 번호인지를 판단하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계 660으로 진행하여 다른 서킷 데이터의 월시

부호 번호 W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의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상기 단계 620에서는 P[I]를 생성함에 있어서,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의 월시 직교부호 번호 W를 R(=서킷데이터의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로 나

눈 나머지에 R을 계속적(W=8, R=64일 때, 8, 8+64, 8+2·64, 8+3·64,...)으로 더한 값들을 모두 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월시부호 번호들은 앞에서 정의한 제2월시부호 번호들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P[I]를 구하고, 상

기 구하여진 P[I]가 256을 넘으면 상기와 같은 과정을 종료하고 단계 630으로 진행한다. 한편, 상기 단계 630으로 진행하

면 상기 월시풀 생성기 404는 지금까지 계산되어진 P[I]를 모두 출력한다. 이와 같이 출력된 P[I]는 도 4의 메모리 402에

대응하는 월시부호와 함께 저장되게 된다.

  상기의 과정에 있어서, 몇 개의 월시풀이 생성되어있고, 새로운 서킷 데이터 사용자에 대해서 월시풀을 만드는 과정이 진

행되면 상기의 과정에서 상기 도 6의 판단단계 640에 의해 새로운 월시풀을 생성하게 된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제어기 400이 도 6에 의해 생성된 월시풀을 이용하여 월시부호 번호를 할당하기 위한 처리흐름을

도시한다. 상기 도 4의 제어기 400은 서킷 데이터의 데이터레이트를 점검하고, 서킷 데이터의 데이터레이트에 대해서 월

시풀 내에 어떤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번호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한편, 상기 검사에 의해 상기 제어기 400은 사용 가

능한 월시부호에 대응하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불가능한 월시부호 번호에 대응하는 사용자는

데이터 전송을 억제한다. 상기와 같이 소정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어기 400의 동작이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하는 프레임 경계(Frame boundary) 이전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등록특허 10-0526537

- 8 -



  도 7을 살펴보면, 먼저 단계 700에서 각각의 월시풀에 있는 월시부호 번호에 해당하는 채널들의 데이터레이트를 입력받

고, 상기 도4의 메모리 402로부터 저장되어져있는 월시풀을 구성하는 월시부호들을 제공받는다. 또한, 상기 채널들의 우

선 순위와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번호들의 순서로 나타내는 Order[]를 입력받는다. 한편, 단계 700에서 데이터레이트

(Rate)의 총합인 TOTAL은 우선 사용자의 레이트로 초기화되며, 월시풀의 월시부호들의 인덱스(index)인 I와, "1"과 "0"

으로 표현되어지는 각각의 I번째 사용자에 대한 전력 제어신호인 G[]를 0으로 초기화한다. 다음에 단계 710에서는 먼저 I

번째 사용자의 전력제어신호 G[Order[1]]를 "1"로 만들고, TOTAL에 다음 사용자인 I+1번째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

Rate[Order[1]]를 더한다. 그 다음에, 판단단계 720에서 지금까지의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레이트의 합인 TOTAL이 우

선 사용자의 최대 데이터레이트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다시 단계 710으로 진행하여 다음 사용자의 전력제어신호 G

[Order[1]]를 1로 한 후, 다음 사용자의 데이터레이트를 TOTAL에 더한다. 그러한 후에 다시 판단단계 720으로 진행하

여 TOTAL이 우선 사용자의 최대 데이터레이트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확인하고, 크거나 같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금까

지 확인된 전력제어신호인 G[I]를 출력하여 도 4의 승산기 430-436중 해당 승산기에 입력되어 해당 채널은 송신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채널은 송신이 중단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방법을 좀더 살펴보면 <표 1>에서 각각의 경우 사용자들의 데이터레이트의 합은 38.4Kbps이다. 따라서, 사

용자의 사용순위순서로 데이터레이트의 합이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의 최대 데이터레이트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송여부를 허가하는 방법으로 도 4의 제어기를 구현할 수 있다.

  도 8은 도 7에서 도시한 제어기 400의 동작에 대한 더욱 일반적인 수행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을 살펴보면, 먼저 단계 800에서 제어기 400은 각각의 월시풀에 있는 월시부호에 해당하는 채널들의 데이터레이트

Rate[]를 입력받고, 상기 도 4의 메모리 402로부터 저장되어져있는 월시풀을 구성하는 월시부호를 제공받는다. 또한, 상

기 채널들의 우선 순위와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번호들의 순서로 나타내는 Order[]를 입력받는다. 한편, 단계 800에서는

데이터레이트(Rate)의 총합인 TOTAL은 우선 사용자의 레이트로 초기화되며, 월시풀의 월시부호들의 인덱스(index)인 I

와, "1"과 "0"으로 표현되어지는 각각의 I번째 사용자에 대한 전력 제어신호인 G[]가 0으로 초기화되어진다. 다음에 단계

810에서는 먼저 I번째 사용자의 전력제어신호를 "1"로 만들고, TOTAL에 다음 사용자인 I+1번째 사용자(상기 I번째 사용

자 다음의 우선 순위를 가지는 사용자)가 상기 입력된 데이터레이트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사용 가능한

상태이면, 상기 단계 810으로 되돌아가서 먼저 I번째 사용자의 전력제어신호를 "1"로 만든 후에 단계 820에서 다음 사용

자인 I+1번째 사용자가 입력된 데이터레이트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그 다음 사용자가 사용 불가능한 상

태이면, 단계 830에서 지금까지 사용 가능한 사용자의 제어신호를 "1"로, 사용 불가능한 나머지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

용자의 제어신호를 "0"으로 표시한 다음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제어신호를 모두 출력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변 데이터레이트 채널 구조를 가지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서킷데이터가 최

대 데이터레이트 미만의 데이터레이트로 가변되어 전송되는 경우에, 이전에 최대 데이터레이트에 해당하는 월시부호 길이

에 의해 결정되는 월시부호 번호들을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월시부호 번호로 이용한다. 따라서 월시부호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월시부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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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채널 송신회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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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되는 직교부호를 사용함에 따라서 직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직

교부호 번호들을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와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전송이 요구될 시 상기 복수의 채널 송신회로들 중 대응하

는 것을 통하여 서킷 데이터가 확산되고 전송되도록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를 상기 메

모리로부터 독출하여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상기 복수의 채널 송신회로들 중 대응하는 것을 통하여 패킷 데이터가 확산되

고 전송되도록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직교부호 번호들 중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독출하여 할당하는 제어기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에 대하여 상기 직교부호가 사용될 시 직교성

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생성하는 월시풀 생성기를 더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

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월시풀 생성기는,

  직교부호 최대길이 범위 내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에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

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길이를 정수배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산함으로서 직교부호 번호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요구되어지는 전송레이트에 의해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적어도 둘의 패킷 데이터 사용자들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사

용자들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송신회로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직교부호 번호들 중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하는 직교부호로 상기 서킷

데이터를 확산하는 채널 송신회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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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에 있어서,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를 사용할 시 직교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저장하

는 저장매체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전송 요구가 있으면 상기 소정 전송레이트를 이용하

여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각 직교부호 번호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들

과 상기 결정된 사용 가능 여부에 다른 제어신호들을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각 직교부호 번호들에 대응하여 구비되며, 상기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를 상기 제어부로부

터의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하는 직교부호로 확산하는 채널 송신기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채널 송신기들로부터의 출력을 승산하는 승산기를 포함하도록 구성함을 특

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매체는,

  직교부호 최대길이 범위 내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에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

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길이를 정수배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산함으로서 생성되는 직교부호 번호들과 상기 최대 데이

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를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데이터 사용자들 중 우선 순위를 가지는 제1데이터 사용자들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다른 데이터 사용

자들의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다른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신호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적어도 둘의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면 상기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제어신호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30.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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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직교부호 번호들 중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하는 직교부호로 상기 제

1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를 확산하는 채널 송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3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에 있어서,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를 사용할 시 직교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생성하

는 월시풀 생성기와,

  상기 월시풀 생성기로부터 생성된 직교부호 번호들과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저

장하는 메모리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전송 요구가 있으면 상기 소정 전송레이트를 이용하

여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각 직교부호 번호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와 상

기 결정된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제어신호들을 출력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하는 직교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직교부호에 의해 상기 데이터 사용자

로부터의 데이터를 확산하는 복수의 채널 송신기와,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채널 송신기들로부터의 출력을 승산하는 복수의 승산기를 포함하도록 구성

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월시풀 생성기는,

  직교부호 최대길이 범위 내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에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

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길이를 정수배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산함으로서 상기 직교부호 번호들을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데이터 사용자들 중 우선 순위를 가지는 제1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전송레이트에 의해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의 데

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다른 데이터 사

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를 결정하며, 상기 결정된 직교부호에 대응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1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적어도 둘의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면 상기 다른 데이터 사용자들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 제어신호를 출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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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직교부호들 중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로 상기 제1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를 확산하는 채널 송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장치.

청구항 36.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월시부호 할당방법에 있어서,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를 사용함에 따라서 직교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직

교부호를 저장하는 과정과,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데이터 전송 요구가 있으면 상기 소정 전송레이트를 이용하

여 상기 저장된 각 직교부호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들과 상기 결정된 사용 가

능 여부에 따른 제어신호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출력되는 직교부호 번호에 의해 직교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직교부호에 의해 상기 데이터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를 확산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부로부터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채널 송신기들로부터의 출력을 승산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구성함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보다 낮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월시부호 번호들은 월시부호 최대길이

범위 내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번호에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월시부호 길이를 정수

배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산함으로서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서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월시부호 번호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 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 방법.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데이터 사용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적어도 둘의 다른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면 상기 데이터 사용자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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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에 있어서,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 길이와 직교부호 번호에 의해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보다 낮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결정하는 과정과,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가 사용되면 직교성을 유지 못하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직교부호 번호들과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되던 직교부호 번호를 저장하는 과정과,

  서킷 데이터 사용자와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각각의 소정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한 서킷 데이터와 패킷 데이터의

전송요구가 있으면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한 직교부호를 상기 서킷 데이터 전송을 위

한 부가채널에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부호 번호들중 상기 소정 패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직

교부호 번호에 대응한 직교부호를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부가채널에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

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부호는,

  직교부호 최대길이 범위 내에서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에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

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길이를 정수배한 값들을 순차적으로 가산함으로서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서킷 데이터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요구된 전송레이트에서 상기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적어도 둘의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사용

자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

방법.

청구항 44.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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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킷 데이터 사용자가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 번호와 상기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

부호 길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입력받은 직교부호 길이를 정수배한 값들을 상기 입력받은 월시부호 번호에 순차적으로 가산함으로서 상기 최대 데

이터 전송레이트에서 사용하는 직교부호를 사용함에 따라서 직교성을 유지할 수 없는 직교부호 번호들을 생성하는 과정

과,

  상기 수신된 직교부호 번호와 상기 생성된 직교부호 번호들을 월시풀에 저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

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 방법.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월시풀은,

  상기 직교부호 번호들중 직교부호 최대길이 범위 내에 있는 직교부호 번호들만을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46.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에 있어서,

  서킷 데이터 사용자와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각각의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서킷 데이터와 패킷 데이터의 전송 요

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최대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따른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한 직교부호를 할당하고, 메모리로부터 독

출한 직교부호를 상기 서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부가채널에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소정 서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직교부호 번호들 중 상기 소정 패킷 데이터 전송레이트

에서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한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한 직교부호를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부가채널에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서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레이트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를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적어도 둘의 패킷 데이터 사용자로부터 소정 전송레이트에 의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요구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사용

자의 우선 순위에 의해 상기 사용 가능한 직교부호 번호에 대응한 직교부호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채널 확산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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