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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호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가산 비교 선택기를 사용하는 비터비 디코더에 있어서 가산 비교 선택 연산시 사용되는
상태 평가량을 제공 및 저장하는 장치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비터비 디코더의 상태평가량 저장부는 2포트 메모리를 사용하여 가산 비교 상태평가부에서 발생된 N개
상태평가량 중에서 전반부의 상태평가량을 읽고 쓰는 하나의 뱅크 메모리, 전반부의 상태평가량을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
다 교번하여 읽고쓰는 2개의 뱅크 메모리가 하나의 메모리로 구현되므로써 상태평가량의 저장을 위한 저장 용량을 종래의
장치에 비해 현저하게 절감한다.

대표도

도 9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비터비 복호기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종래의 비터비 디코더의 다른 예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3a 내지 도 3b는 구속장이 9인 경우의 도 1내지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트렐리스도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가산비교 선택부의 동작을 도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가산비교 선택기의 상세한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6은 도 2에 도시된 가산비교 선택부의 입출력 동작을 보이는 것이다.

  도 7은 도 2에 도시된 상태평가량 저장부의 구성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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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비터비 디코더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상태평가량 저장부의 상세한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터비 디코더(viterbi decoder)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복호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가산 비교
선택기를 사용하는 비터비 디코더에 있어서 가산 비교 선택 연산시 사용되는 상태 평가량을 제공 및 저장하는 장치의 구성
에 관한 것이다.

  비터비 디코더는 길쌈부호(convolutional code)로 부호화된 부호어를 최우 복호법(maximum likeligood method)를 사
용하여 복호화하는 장치이다. 이 비터비 디코더는 미리 결정된 부호기의 부호화 상태와 수신된 부호어의 부호화 상태를 비
교하여 가장 근접한 부호화 경로를 선택하고 , 이 선택된 경로로부터 송신된 정보어를 복호한다.

  도 1은 통상적인 비터비 디코더의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지로평가량 계산부(10), 가산비교 선
택부(12), 상태평가량 저장부(14), 경로저장부(16), 그리고 경로추적 논리부(18)를 포함한다.

  수신된 부호어가 도 1에 도시된 장치에 인가되면 지로평가량 계산부(10)는 인가된 부호어와 부호기(미도시)로부터 출력
가능한 미리 결정된 부호어 간의 근사도(해밍 거리)를 계산하여 지로평가량(Branch Metric;BM)을 출력한다. 가산비교 선
택부(12)는 지로평가량 계산부(10)에서 제공되는 지로평가량 BM과 상태평가량 저장부(14)에 저장되어 있던 이전 상태의
상태평가량(OSM)을 입력으로하여 가산 및 비교 연산을 수행하여 수신된 부호어의 부호화 순서와 가장 근접한 부호화 순
서를 보이는 생존 경로(survival pass)를 선택하고, 그 생존 경로의 현재상태평가량(NSM)을 계산한다. 선택된 생존 경로
는 경로저장부(16)에 저장되고, 계산된 현재상태평가량(NSM)은 상태평가량 저장부(14)에 저장된다. 경로추적 논리부
(18)은 경로저장부(18)에 저장된 생존 경로를 참조하여 수신된 부호어의 부호화 경로에 따른 복호 데이터를 출력한다.

  비터비 디코딩에서 수신된 부호어중 하나의 부호어당 존재할 수 있는 상태수 N은 (여기서 K는 구속장(constraint
length)로 정의된다. 생존 경로의 상태평가량을 계산하는 도 1의 가산비교 선택부(12)가 상태수 N만큼이 구비되었을 때
도 1에 도시된 장치는 그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게 된다. 이는 하나의 부호어에 대해존재할 수 있는 N개의 상태에 대해 N
개의 가산비교 선택기가 동시에 각각 가산비교 선택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호화 속도의 관점에서만 볼때는 N개의 상태수를 가지는 부호어에 대해 N개의 가산비교 선택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태수 N이 커질수록 더 큰 용량을 가지는 가산비교 선택기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상태수 N이 커질수록 가산비교 선택기의 개수를 적절히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시스템에서는 구속장 K가 9인 길쌈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수는 =256개가 된다. 여기서, 256개의 가산비교 선택기로 비터비 디코더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복호화 속도가 빠른 반면에 하드웨어가 커진다. 반대로 하나의 가산비교 선택기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작아지
는 반면에 복호화 속도가 느려진다.

  1990년 본원 출원인에 의해서 특허출원된 출원번호 제20808호(발명이 명칭; 상태평가량 기억장치)의 발명에서는 하나
의 가산비교 선택기를 사용하는 비터비 디코더가 제시되고 있다. 이 장치는 하나의 가산비교 선택기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상태평가량의 빠른 입출력처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수의 가산비교 선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다수의 가산비교 선택기를 사용하여 복호화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기술이 본원 발명자에 의해 발명되고 본원 출원
인에게 양도된 출원번호 제96-7208호(발명의 명칭;비터비 복호기의 가산비교 선택장치)에 제시되어 있다. 출원번호 제
96-7208호의 특허출원에 제시된 장치는 4개의 가산비교 선택기를 사용하여 복호화 속도를 향상시켰지만 통상적인 방식
의 상태평가량 저장부 즉,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된 상태평가량 저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상태평가량을 입출력하는 속도가
다소 늦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이 본원 발명자에 의해 발명되고 본원 출원인에게 양도된 특허출원 제97-8603호
(발명의 명칭; 비터비 복호기의 상태평가량 저장밥업 및 장치)에 제시되어 있다. 출원번호 제97-8603호에 개시된 장치는
2개의 상태평가량 저장부 즉, 2개의 메모리로 구성된 상태평가량 저장부를 사용하여 가산비교 선택 연산시 사용되는 상태
평가량의 제공 및 저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만 메모리의 용량이 2N(N은 상태수)만큼 필요하게 되어 N이 커질수록 상태
평가량 저장부의 메모리의 용량이 커져서 부담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다수의 가산비교 선택기를 사용하여 복호화 속도를 높이고
적은 용량으로 상태평가량의 제공 및 저장이 가능한 는 비터비 디코더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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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본 발명에 따른 비터비 디코더는 전반부 상태의 상태평가량을 읽고쓰는 하나의 뱅크 메모리, 전
반부 상태의 상태평가량을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다 교번하여 읽고쓰는 2개의 뱅크 메모리를 포함하는 상태평가량 저장부
가 하나의 2포트 메모리로 구성되고, 이것이 가산 비교 선택기의 개수만큼 사용된다.

  따라서, 전반부 상태의 상태평가량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중복사용되지 않으므로 상태평가량의 저장을 위한 저장 용량을
종래의 장치에 비해 현저하게 절감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종래의 비터비 복호기의 다른 예를 보이는 것으로서 특허출원 제97-8603호에 제시된 장치를 보이는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장치는 지로평가량 계산부(20), 4개의 가산비교 선택기(22a-22d)로 구성된 가산비교 선택부(22), 두 개의 메
모리(24a,24b)를 포함하는 상태평가량 저장부(24), 경로추적 논리부(26), 그리고 경로저장부(28)를 포함한다.

  가산비교 선택부(22)는 4개의 가산비교 선택기(22a-22d)를 포함한다. 각각의 가산비교 선택기(22a-22d)는 각각 N/4개
의 상태에 대한 가산비교 선택 연산을 담당한다. 부호비가 1/3이고 구속장이 9인 경우의 상태수는 256개이므로 각각의 가
산비교 선택기(22a-22d)는 256/4=64번의 가산비교 선택 연산을 수행한다. 즉, 가산비교 선택기(22)는 64개 사이클의 각
사이클에서 4개의 이전상태평가량과 8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4개의 현재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도 3a 내지 도 3b는 도 1내지 도 2에 도시된 장치의 동작을 보이는 트렐리스도(trellis diagram)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길쌈부호 부호화기의 안정 상태에 있어서 정보비트가 입력될 때마다 천이할 수 있는 상태의 수는 2개
로 한정되며 천이 대상이 되는 상태도 일정하다. 예를 들어 도 1 내지 도 2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는 0번째 상태에서는 0
번째 상태 혹은 128번째 상태로만 천이할 수 있고, 1번째 상태에서는 1번째 상태 혹은 129번째 상태로만 천이할 수 있다.

  도 3a 내지 도 3b에서 점선으로 구분된 각 열에 있어서 최좌측에 나열된 숫자는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 대향
되어 나열된 숫자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상태를 연결하는 실선은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간의 지로평가량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의 0번째 상태와 현재의 0번째 상태 사이에 도시된 실선은 양상태간의 지로평가량을 나탸
낸다.

  도 3a의 좌상단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이전의 0번째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이전의 0번째 상태와 현재의 0번째 상
태 사이의 지로평가량"을 더한 것과 "이전의 1번째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이전의 1번째 상태와 현재의 0번째 상태
사이의 지로평가량"을 더한 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들중에서 적은 값을 가지는 것을 취하여 현재의 0번째 상태에 대한 상
태평가량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전의 0번째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이전의 0번째 상태와 현재의 128번째 상태 사이의 지로평가량"을 더한
것과 "이전의 1번째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이전의 1번째 상태와 현재의 128번째 상태 사이의 지로평가량"을 더한
것을 비교하고, 그들 중에서 적은 값을 가지는 것을 취하여 현재의 128번째 상태에 대한 평가량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산비교 선택부(22)는 하나의 부호어가 입력되면 64개 사이클중의 첫 번째 사이클에서 이전의 0,1,2,3상태에 대한 상태
평가량과 8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0,128,1,129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a)는 이전의 0,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0상태에 대한 상태
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b)는 이전의 0,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128상태에 대한 상
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c)는 이전의 2,3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1상태에 대한 상태
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d)는 이전의 2,3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129상태에 대한 상
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이전의 4,5,6,7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8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2,130,3,13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a)는 이전의 4,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2상태에 대한 상태
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b)는 이전의 4,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130상태에 대한 상
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c)는 이전의 6,7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3상태에 대한 상태
평가량을 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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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비교 선택기(22d)는 이전의 6,7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131상태에 대한 상
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부(22)는 이전의 252,253,254,25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8개의 지로평가량을 참조하여 현재의
62,190,63,19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구할 때까지 이러한 연산을 반복한다.

  이러한 동작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가산비교 선택부(22)는 각 사이클에서 이전의 2i, 2i+1, 2(i+1), 2(i+1)+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8개의 지로평가량 BM1-BM7을 참조하여 현재의 i,N/2+i,i+1,N/2+i+1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BM0는 이전의 2i상태에서 현재의 i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1은 이전의 2i상태에서 현재의 (N/2)+i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2는 이전의 2i+1상태에서 현재의 i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3는 이전의 2i+1상태에서 현재의 (N/2)+i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4는 이전의 2(i+1)상태에서 현재의 i+1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5는 이전의 2(i+1)상태에서 현재의 (N/2)+i+1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6은 이전의 2(i+1)+1상태에서 현재의 i+1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고,

  BM7은 이전의 2(i+1)+1상태에서 현재의 (N/2)+i+1상태로의 지로평가량이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가산비교 선택부의 동작을 개념적으로 보이기 위해 도시된 것이다.

  가산비교 선택부(22)는 하나의 부호어가 입력되면 64개 사이클중의 각 사이클에서 이전의 2i,2i+1,2(i+1),2(i+1)+1상
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지로평가량 BM0-BM7을 참조하여 현재의 i,,(N/2 +i),i+1,(N/2 +i+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
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a)는 이전의 2i,2i+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 BM0,BM2을 참조하여 현재의 i상
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b)는 이전의 2i,2i+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BM1,BM3을 참조하여 현재의 (N/
2 +i)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a)는 이전의 2(i+1),2(I+1)+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 BM4,BM6을 참조하여
현재의 i+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가산비교 선택기(22b)는 이전의 2(i+1),2(I+1)+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과 2개의 지로평가량BM5,BM7을 참조하여
현재의 (N/2 +i+1)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한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가산비교 선택기의 상세한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5에 도시된 장치는 두 개의 가산기
(50,52), 비교기(54), 그리고 선택기(56)를 포함한다.

  가산기(50)는 BMu단자에 인가되는 지로평가량과 SMu에 인가되는 이전상태평가량을 가산하여 A신호로서 출력한다. 한
편, 가산기(52)는 BMl단자에 인가되는 지로평가량과 SMl에 인가되는 이전상태평가량을 가산하여 B신호로서 출력한다.

비교기(54)는 가산기(50)에서 제공되는 A신호와 가산기(52)에서 제공되는 B신호를 비교하여 이면 로우레벨의 패스

선택신호 PS를 출력하고, 이면 하이레벨의 패스선택신호 PS를 출력한다.

  선택기(56)는 비교기(52)에서 출력되는 패스선택신호 PS에 응답하여 가산기(50)에서 제공되는 A신호 혹은 가산기(52)
에서 제공되는 B신호를 선택하여 현재상태평가량 NSM으로서 출력한다.

  각 가산비교 선택기(22a-22d)는 입력되는 부호어에 대해서 64번씩의 연산을 수행한다. 제1가산비교 선택기(22a)와 제2
가산비교 선택기(22b)는 짝수번째의 현재 상태평가량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제3가산비교 선택기(22c)와 제4가산비교
선택기(22d)는 홀수번째의 상태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1가산비교 선택기(22a)는 짝수 번째의 현재상태평가량 중에서 상위의 0,2,4,,,,124,126상
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산하고, 제2가산비교 선택기(22b)는 짝수 번째의 현재상태평가량 중에서 하위의
128,130,132,,,,252,254상태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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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가산비교 선택기(22c)는 홀수 번째의 현재상태평가량 중에서 상위의 1,3,5,,,,123,12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연
산하고, 제4가산비교 선택기(22d)는 홀수번째의 현재상태평가량 중에서 하위의 129,131,133,,,,253,255상태에 대한 상
태평가량을 연산을 수행한다.

  도 6은 도 2의 가산비교 선택부(22)에 입력되는 이전상태평가량 OSM과 지로평가량 BM 및 출력되는 현재상태평가량
NSM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각각의 가산비교 선택부(22a-22d)에 입력되는 이전상태평가량, 지로평가량,
그리고 출력은 다음과 같다.

  도 6에 도시된 바에 의해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가산비교 선택부(22a)의 SMu단자에는 연산 사이클의 진행 순서에 따라 각
각 이전의 0,4,8,,,,120,124,128,132,136,,,,248,252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인가되고, SMl단자에는 이전의
1,5,9,,,,121,125,129,133,137,,,,249,253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또한, BMu단자에는
0,4,8,,,,248,252상태에서 각각 0,2,4,,,,124,126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BMl단자에는
1,5,9,,,,249,253상태에서 각각 0,2,4,,,,124,126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가산비교 선택부(22b)의 SMu단자에는 연산 사이클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이전의
0,4,8,,,,120,124,128,132,136,,,,,248,252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SMl단자에는 이전의
1,5,9,,,,121,125,129,133,137,,,,249,253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또한, BMu단자에는
0,4,8,,,,248,252상태에서 각각 128,130,132,,,,252,254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BMl단자에는
1,5,7,,,,,249,253상태에서 각각 128,130,132,,,,252,254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가산비교 선택부(22c)의 SMu단자에는 연산 사이클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이전의
2,6,10,,,,122,126,130,134,138,,,,250,254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SMl단자에는 이전의
3,7,11,,,,251,255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또한, BMu단자에는 2,6,10,,,,250,254상태에서 각각
1,3,5,,,125,127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BMl단자에는 3,7,11,,,251,255상태에서 각각
1,3,5,125,127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가산비교 선택부(22d)의 SMu단자에는 연산 사이클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이전의
2,6,10,,,,122,126,130,134,138,,,,250,254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SMl단자에는 이전의
3,7,11,,,,123,127,131,134,139,,,,251,255상태에 대한 이전상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또한, BMu단자에는
2,6,10,,,,250,254상태에서 각각 129,131,133,,,,253,255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되고, BMl단자에는
3,7,11,,,251,255상태에서 각각 129,131,133,,,,253,255상태로 천이할 때의 지로평가량이 각각 인가된다.

  가산비교 선택부(22a)는 연산 사이클의 진행 순서에 따라 0,2,4,6,,,,124,126상테에 대한 현재상태평가량을 각각 출력하
고, 가산비교 선택부(22b)는 128,130,132,134,,,,252,254상태에 대한 현재상태평가량을 각각 출력하고, 가산비교 선택부
(22c)는 1,3,5,7,,,,125,127상태에 대한 현재상태평가량을 각각 출력하고, 그리고 가산비교 선택부(22d)는
128,131,133,135,,,,253,255상태에 대한 현재상태평가량을 각각 출력한다.

  가산비교 선택부(22)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매 사이클마다 지정된 이전상태 평가량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도 2에 도시된 상태평가량 저장부(28)에 의해 수행된다. 도 2에 도시된 상태평가량 저장부(28)는 두 개의 메모리
(28a,28b), 멀티플렉서(28c), 그리고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발생부(28d)를 포함한다.

  두 개의 메모리(28a,28b)는 하나의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다 교번하여 일기/쓰기 동작을 반복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하나의 부호어가 입력되면 메모리(28a)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읽혀져 가산비교 선택부(22)에 이전상태평가량으로
인가되고, 가산비교 선택부(22)에서 새로이 발생된 현재상태평가량은 다른 하나의 메모리(22b)에 저장된다.

  다음의 부호어가 입력되면 이번에는 메모리(28b)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읽혀져 가산비교 선택부(22)에 이전상태평가
량으로 인가되고, 가산비교 선택부(22)에서 새로이 발생된 현재상태평가량은 다른 하나의 메모리(22a)에 저장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메모리가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다 읽기/쓰기 동작을 번갈아 수행하므로서 동시에 읽고쓰는 동작을 가
능하게 한다. 이에 의해 복호 동작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먼저, 메모리(28a,28b)의 읽기 동작을 설명한다. 메모리(28a,28b)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8개의 뱅크메모리
(SMM_A - SMM_H)로 구성된다. 뱅크 메모리(SMM_A)는 0,4,8,,,,120,124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
모리(SMM_B)는 1,5,9,,,,121,12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C)는 2,6,10,,,,122,126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D)는 3,7,11,,,123,127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
(SMM_E)는 128,132,136,,,,248,252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F)는
129,133,137,,,,249,253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G)는 130,134,138,,,,250,254상태에 대
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그리고 뱅크 메모리(SMM_H)는 131,135,139,,,,251,25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한다.

  64사이클의 처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A,SMM_B)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
(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E,SMM_F)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된다.

  한편, 다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C,SMM_D)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a,22b)
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G,SMM_H)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된다.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발생부(28d)는 64사이클의 처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A,SMM_B)에 저
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E,SMM_F)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
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되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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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C,SMM_D)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
(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G,SMM_H)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되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인가한다.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발생부(28d)는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다 멀티플렉서(28c)에 제어 신호를 인가하여 어느 한쪽의 메
모리에서 읽혀진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부(22)에 인가되도록 한다.

  다음, 메모리의 쓰기 동작을 설명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산비교 선택기(22a)에서는
0,2,4,6,,,,124,126의 순서대로 출력되며, 이는 SMM_A,SMM_E,SMM_A,SMM_E,,,의 순서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가산
비교 선택기(22b)에서는 128,130,132,134,,,,252,254의 순서대로 출력되며, 이는 SMM_C,SMM_G,SMM_C,SMM_G,,,
의 순서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가산비교 선택기(22c)에서는 1,3,5,7,,,,,125,127의 순서데로 출력되며, 이는
SMM_E,SMM_F,SMM_E,SMM_F,,,의 순서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산비교 선택기(22d)에서는
129,131,133,135,,,,253,255의 순서데로 출력되며, 이는 SMM_C,SMM_H,SMM_C,SMM_H,,,의 순서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제어 신호 및 어드레스 발생부(28d)는 우수번째 사이클에 있어서 SMM_A,SMM_C,SMM_E,SMM_C의 뱅크메모리에 새
로운 상태평가량이 저장되고, 기수번째 사이클에 있어서는 SMM_E,SMM_G,SMM_F,SMM_H의 뱅크메모리에 새로운 상
태평가량이 저장되도록 하는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도 2에 도시된 장치는 이전상태평가량과 새로이 발생된 현재상태평가량을 각각의 메모리에 저장하도록 하고 부호어가
입력될 때마다 두 메모리의 읽기 및 쓰기 동작을 번갈아하도록 하여 복호화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상태평갸량을 저
장하기 위한 메모리의 용량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상태평가량 저장부의 메모리 용량은 상태수 N
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상태수가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거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

  도 8에 도시된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상태평가량 저장부를 구비한 비터비 디코더를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8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도 3에 도시된 장치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가하고 그것의 상세한 동작에 대한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9에 도시된 상태평가량 저장부(38)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른바 2포트 메모리를 사용하
여 저장용량을 줄인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포트 메모리는 통상의 램과는 달리 동일한 저장위치에 읽기와 쓰기를 하
나의 클럭에서 수행할 수 있다. 즉, 클럭의 상승 엣지에서는 지정된 저장 위치의 데이터를 읽어서 읽기 데이터 버스를 통하
여 출력하고, 하강 엣지에서는 쓰기 데이터 버스에 실려진 데이터를 지정된 저장 위치에 기록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저장
위치에 읽기와 쓰기를 동시에 할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상태저장부의 메모리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도 7에 도시된 뱅크 메모리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정상적인 읽기 쓰기 동작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
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64사이클의 전반부 32사이클에서 128-192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이 발생하는 데 이를
128-192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는 위치에 기록할 경우 후반의 32사이클에서 이들이 참조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반의 32사이클에서 발생된 것은 새로운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이며 가산비교 선택기
(22)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전 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령이기 때문에 전반 32사이클에서 발생된 128-192상태에 대한 상태
평가량을 동일한 위치에 기록할 경우 후반의 32사이클에서 이전의 128-192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
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포트 메모리를 사용하되 전반의 상태에 대한 하나의 메모리 뱅크와 후
반의 상태에 대한 두 개의 메모리 뱅크를 설치한다. 전반의 상태에 대한 메모리 뱅크는 동시에 읽고쓰기가 가능하도록 하
며, 후반의 상태에 대한 두 개의 메모리 뱅크는 번갈아가며 읽고쓰기를 하도록 한다. 즉, 하나의 메모리 뱅크가 읽기 동작
중일때는 다른 하나의 메모리 뱅크는 쓰기 동작을 수행하며, 이는 부호어가 입력될 때마다 교번된다.

  도 9는 도 8에 도시된 상태평가량 저장부의 상세한 구성을 보이는 블록도이다. 도 9에 도시된 장치에 있어서, 38a는 가산
비교 선택 계수기이고, 38b는 쓰기 주소 발생기이고, 38c는 읽기 주소 발생기이고, 38d는 2포트 메모리이고, 38e는 쓰기
교차기이고, 38f는 읽기 교차기이다.

  가산비교 선택 계수기(38a)는 64사이클을 순서를 순차로 계수한다. 쓰기 주소 발생기(28b)는 가산비교 선택 계수기
(38a)의 계수 결과에 근거하여 메모리(38d)의 읽기 어드레스를 발생하고, 읽기 주소 발생기(38c)는 가산비교 선택 계수기
(38a)의 계수 결과에 근거하여 메모리(38d)의 쓰기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쓰기 교차기(38e)는 가산비교 선택기(22)의 구조에 맞추어 메모리(38d)에서 쓰여지는 상태평가량의 순서를 바꾸어주며,
읽기 교차기(38f)는 가산비교 선택기(22)의 구조에 맞추어 메모리(38d)에서 읽혀진 상태평가량의 순서를 바꾸어준다.

  먼저, 메모리(38d)의 읽기 동작을 설명한다. 메모리(38d)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12개의 뱅크메모리(SMM_A -
SMM_L)로 구성된다. 뱅크 메모리(SMM_A)는 0,4,8,,,,120,124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
(SMM_B)는 1,5,9,,,,121,12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C)는 2,6,10,,,,122,126상태에 대
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D)는 3,7,11,,,123,127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한다.

  뱅크 메모리(SMM_E,SUM_I)는 128,132,136,,,,248,252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
(SMM_F,SMM_J)는 129,133,137,,,,249,253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뱅크 메모리(SMM_G,SMM_K)는
130,134,138,,,,250,254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하고, 그리고 뱅크 메모리(SMM_H,SMM_L)는
131,135,139,,,,251,255상태에 대한 상태평가량을 저장한다.

  64사이클의 처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A,SMM_B)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
(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E,SMM_F)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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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C,SMM_D)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a,22b)
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G,SMM_H)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된다.

  일기주소 발생기(38c)는 64사이클의 처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A,SMM_B)에 저장된 상태평가
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E,SMM_F)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
(22c,22d)에 인가되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인가한다.

  그리고, 다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C,SMM_D)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
(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G,SMM_H)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되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인가한다.

  다음의 부호어가 인가되면 일기주소 발생기(38c)는 64사이클의 처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
(SMM_A,SMM_B)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E,SMM_F)에 저장
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되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인가한다.

  그리고, 다음 32사이클 동안에 있어서는 뱅크 메모리(SMM_I,SMM_J)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
(22a,22b)에 인가되고, 뱅크 메모리(SMM_K,SMM_L)에 저장된 상태평가량이 가산비교 선택기(22c,22d)에 인가되도록
독출 어드레스를 인가한다.

  다음, 메모리의 쓰기 동작을 설명한다. 쓰기주소 발생기(38b)는 어떤 부호어가 입력되면 메모리 뱅크
(SMM_A,SMM_B,SMM_E,SMM_F,SMM_I,SMM_J,SMM_K,SMM_L)의 쓰기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다음의 부호어가 입
력되면 메모리 뱅크(SMM_A,SMM_B,SMM_E,SMM_F,SMM_C,SMM_D,SMM_G,SMM_H)의 쓰기 어드레스를 발생한다.

  이에 따라 메모리 뱅크(SMM_A,SMM_B,SMM_E,SMM_F)는 각각의 부호어가 입력될 때마다 사용되지만, 메모리 뱅크
(SMM_C,SMM_D,SMM_G,SMM_H)와 (SMM_I,SMM_J,SMM_K,SMM_L)는 교번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4개의 가산 비교 선택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개의 가
산 비교 선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없이 적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메모리는 가산 비교
선택기의 개수만큼의 뱅크 메모리로 분할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정신은 하기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해 이해되어야 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2포트 메모리를 사용하여 상태평가량을 저장하는 메모리의 용량을 줄일 수 있
다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메모리의 구조를 전반부 상태를 위한 하나, 후반부 상태를 위한 2개의 뱅크메모리로 분할하
고, 이를 하나의 메모리로 사용하여 전반부 상태를 위한 하나의 뱅크 메모리는 동시에 읽고 쓰며, 후반부 상태를 위한 2개
의 뱅크 메모리는 부호어 별로 교대로 읽고 쓰도록 함으로써 오동작을 방지한다. 이 메모리는 가산 비교 선택기 개수만큼
만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사용할 경우 종래에 상태평가량 저장을 위해 상태수 정보량의 2배에 달하는 메모리 용량을 요구
하고, 가산 비교 선택기 개수의 4배로 메모리가 분할되었던 것과는 달리 1.5배의 용량에 가산 비교 선택기의 개수만큼의
메모리 분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터비 디코더의 제조 원가를 대폭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가된 부호어와 부호기로부터 출력 가능한 미리 결정된 부호어 간의 근사도를 계산하여 2N(N은 상태수)개의 지로평가
량을 출력하는 지로평가량 계산부, 상기 지로평가량 계산부에서 제공되는 2N개의 지로평가량과 N개의 이전상태평가량을
입력으로하여 가산 및 비교 연산을 수행하여 수신된 부호어의 부호화 순서와 가장 근접한 부호화 순서를 보이는 생존 경로
를 선택하고, N개의 현재상태평가량을 계산하는 가산비교 선택부, 상기 가산비교 선택부에 N개의 이전상태평가량을 제공
하거나 상기 가산비교 선택부에서 발생된 N개의 현재상태평가량을 저장하는 상태평가저장부를 포함하는 비터비 디코더
에 있어서,

  상기 가산비교 상태평가부는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다 N/M사이클 동안에 N/M연산을 수행하는 M개의 가산비교 선택부
로 구성되며,

  상기 상태평가 저장부는

  상기 가산비교 상태평가부에서 발생된 N개 상태평가량 중에서 전반부의 상태평가량을 읽고쓰는 하나의 뱅크 메모리, 후
반부의 상태평가량을 부호어가 인가될 때마다 교번하여 읽고쓰는 2개의 뱅크 메모리를 포함하는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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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이클의 진행 순서를 계수하는 계수기;

  상기 계수기의 계수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메모리의 쓰기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쓰기 주소 발생기;

  상기 계수기의 계수 결과에 근거하여 상기 메모리의 읽기 어드레스를 발생하는 읽기 주소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비터비 디코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는 2포트 메모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터비 디코더.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평가량 저장부는

  상기 가산비교 선택기의 구조에 맞추어 메모리에 쓰여지는 상태평가량을 재배열하는 쓰기 교차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터비 디코더.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평가량 저장부는

  상기 가산비교 선택기의 구조에 맞추어 메모리에서 읽혀진 상태평가량을 재배열하는 읽기 교차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비터비 디코더.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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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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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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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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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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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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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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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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