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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파이프라인 실행과 함께 분할된 복조 절차를 이용하는 디지탈 셀룰러 기지국용 멀티 프로세서 복조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양호한 형태로 구현된 셀루러 시스템에 대한 블럭 데이타을 도시한 도면.

제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포함된 기지국 회로에 대한 서브 시스템 복조 데이타을 도시한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프로세서 통신 링크를 갖는 멀티프로세서 하드웨어 아키택체를 이용하고, 제
2도의 기지국 회로에 포함된 복조기 회로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복조 데이타을 도시한 도면.

제4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3도의 복조기에 의해 이용된 복조 절차에 의해 수행된 기본 기능
을 나타낸 플로우 야트를 도시한 도면.

제5도는 제2도에 도시된 복조기의 멀티 프로세서 사이에서 실행하기 위한 복조 절차의 양호한 분할을 도
시한 도면.

제6도 내지 제8도는 모든 기호 기간에서 시동 상태, 정상 상태 및 최종 상태 동안에 각각 복조기에 의해 
이용된 파이프라이닝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9a도는 TDMA 시간 프레임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제9b도는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의  통신을  위해  각각의  슬롯에서  이용된  데이타  필드  포맷을  도시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셀룰러 통신 시스템            12A, 12B, 12C 및 12D : 이동 전화 유니트

14a 및 14b : 기지국용 회로      16 : 기지국 제어기

18 : 공중 전화 시스템               20 : 저 노이즈 증폭기

22 : 하향 변환 모듈                  24 : 복조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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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복조기/제어기 QPQGV 모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셀룰러 통신 시스템 및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이요되는 복
조기에 관한 것이다.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시간 프레인은 단일 채널 주파수, 예를들면 단일 모빌 사용자
로 제한되다. 따라서,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의 사용자 용량은 이용 가능한 증폭의 수에 의해 상당히 제
한된다.

실제로 증가된 셀룰러 시스템 용량은 디지탈 기술을 사용하여 달성화되었다. 현재에 디지탈 셀룰러 전화
용으로 제안된 디지탈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의 시간 프레임은 6개의 시간 슬롯으로 세분화되고, 시분할 
다중 액세스(TDMA)원리는 각각의 시간 프레임 내부에서 다중 통신 채널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플 레이트(full rate)음성 코딩에 있어서, 2개의 시간 슬롯은 각각의 채널용으로 이용되고, 그에 따라 총 
3개의 통신 채널은 각각의 시간 프레임에 제공된다. 하프 레이트(full rate)음성 코딩에 있어서, 단일 시
간 슬롯은 각각의 디지탈 채널은 연속적인 시간 프레임내의 동일한 시간 슬롯에 할당된다.

따라서, TDMA 디지탈 시스템에서의 최종 사용자 용량은 이용된 음성 코딩 레이트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시
스템의 사용자 용량의 3배 또는 6배가 된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디지탈 시스템은 비활성 채널 시간의 사용, 예를 들면 음성 소음(消音) 시간 또는 디
지탈 음향 보간(DSI)를 통하여 각각의 시간 프레임 내의 6개의 표준 시산 슬롯 내부에 추가적인 통신 채
널을 생성시키기 위한 더 큰 시스템 사용자 용량을 달성한다. 이러한 향상된 디지탈 시스템은 디지탈 시
스템 사용자 용량을 확장시킨다.

일반적으로, DSI 시스템은 활성 및 조용한 음향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음성 활성도 검출을 사용한다. 음
향 스퍼트(spurt)만이 전송되고, 결과적으로 모빌 유니트는 음향 지속 기간동안 고정된 디지탈 채널 할당
부(프레임 내부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슬롯)을 갖게 될 것이다. 하프 레이트 DSP 시스템에 있어서, 각각
의 모빌 유니트는 모빌 아날로그로부터 실제 음성 활성도에 따른 연속적인 전송 시산 프레임내의 다른 시
간 슬롯에 할당될 수 있다.

디지탈 기지국의 동작시에 모빌 유니트로부터 송신된 반송파 신호가 수신된다. 수신된 신호는 기저 대역
으로 하향 변환되고, 아날로그에서 데이타로 변환된다. 복조기는 공중 전화 시스템에 결합된 음성 신호에 
대해 후속 변환을 위해 수신된 신호로부터 정보 비트를 추출한다.

변조된 반송파 신호를 노이즈, 혼신, 도플러(doppler)의 다중 경로 및 다른 에러 신호를 포함한다. 차례
로, 셀룰러 시스템의 품질은 복조 절차가 최초에 변조된 신호에 충실하고 채널 유도 에러가 없는 복조된 
신호를 발생시키는 유효성에 크게 의존한다.

디지탈 기술의 응용에서 시작하여 셀룰러 통신 시스템까지 이르는 동안에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함떼 따
라, 품질 또는 훨씬 우수한 실시간 복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뛰어난 복조 절차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출원인에게 양도된 다음의 이전에 출원된 특허 출원은 참고 문헌으로 인용되고 본 출언과 관련된 내용
이 기술되어 있다.

김영기에  의해  1992년  5월  12일자로  출원된  발명이  명칭이  셀루러  채널사응로  전송된  기호용 복조기
(Demodulator for Symbols Transmitted OVer a Cellular Channel)인 출원 번호 제07/881,938호.

김영기에 의해 1992년 5월12일자로 출원된 발명이 명칭이 디지탈 셀룰러 무선용 MLSE를 갖는 다이버시티 
결합기(Diversity Combiner with MLSE for Digital Cellular Radio)인 출원 번호 제07/881,973호.

최대 가능성 순차 추정기로서 기능하는 현저하게 향상된 알고리즘 복조 절차는 강술된 인용 특허 출언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알로리즘은 종래의 기술에 비해 감소된 계산 필요 조건을 갖는 향상된 보곶 선응
에 제공한다. 그런, 계산 필요 조건의감소된 레벨은 소정의 현재에 이용 가능한 디지탈 신호 프로세의 계
산 능력을 여전히 초과한다.

본 발명은 참조된 복조 알고리즘 절차 또는 유사한 비교적 복잡한 복조 알록리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복조기는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수신기용으로 제공되고, 상기 복조기는 전송된 디이버시티 신호
를 수신하여 필터링하기 위한 수단 및 다중 상태의 최대 가능성 순차 추정기(MLSE)를 이용하여 데이타 프
레임내의 각각의 연속적인 슬롯에서 연속적인 데이타 그룹을 복조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실행 가능한 복
조절차를  실시간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수의데이타  신호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MLSE는  브랜치 메트릭
(branch metric), 경로 메트릭 및 트레이스백(traceback)을 포함하는 다중 계산 소자 및 각각의 데이타 
그룹내의 데이타를 복조시키기위해 각각의 기호에서 선정된 순서로 실행되고, 선정된 방법으로 프로세서 
사이에 분한될 채널 추정 소자를 갖고 있다. 복조 절차에 따라 시간 순서계산을 위한 다른 선정된 소자에 
입력 데이타로서 인가될 선정된 소자로부터의 데이타 출력을 인에이블시키는 프로세서를 데이타 링크시키
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최소한 제1프로세서는 필터된 디이버시트 신호중 최소한 하나의 디이버시티 신
호를 입력으로서 인가되게 하고, 브랜치 메트릭 계산을 하도록 브랜치 메트릭 소자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
을 갖고 있다. 프로세서의 최소한 하나의 출력은 후속 디코딩을 위해 복조된 출력을 발생시킨다.

본 명세서와 관련되고, 본 명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목적, 이점 및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다.

셀루러 통신 시스템(10)은 본 발명의 양호한 형태가 구현된 제1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10)은 
도시 지역이 전부 또는 이룹와 같은 한정된 영역에서 동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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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통신 시스템(10)은 4개로 예시된유니트(12A 내지 12D)로 표시된 바와 같은 다수의 이동 전화 유니
트를 포함한다. 통신 링크는 이동 전화 유니트가 내부에 배치될 수 있는 통신 셀용 기지국과 이동 전화 
유니트(12A  내지 12D)사이에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예시적인 경우에서, 2개의 기지국용 회로(14A  및 
14B)가 도시된다.

다이버시티 안테나의 각각의 쌍(A1, B2및 A2, B2)는 송신 이동전화 유니트로부터 다이버시티 신호를 수신
하기 위해 기지국에 제공된다. 양호한 실시예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신호는 본 발명에 따라 고품질의 복
조된 음성 신호의 발생 및 에러의 제거를 위해 프로세스 된다.

기지국 제어기(16)은 기지국용 회로(14A 및 14B)의 동작의 규칙성을 통하여, 그리고 공중전화 시스템(1
8)과의 통신 링크를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기지국용 회로(14A 및 14B)는 다이버시티 안테나(A 및 B)로부터 신호를 수신하
는 저 노이즈 증폭기(20)을 갖고 있는 Rf 수신기를 포함한다. 다음에, 하향 변환 모듈(22)는 RF 로부터 
기저 대역으로의 신호 하향 변환을 제공한 후, 신호 샘플링 절차를 통하여 아날로그-데이타 변환을 제공
한다.

하향 변환 모듈(22)로부터의 출력 데이타 신호는 최초에 변조된 신호가 복조되는 복조기 수단 또는 복조
기 모듈(24)에 인가된다. 최초에 송신된 신호 π/4, 시프트된 차동 인코드 구상 위상 시프트 키잉을 사용
하여 변조된다.

복조기 수단(24)은 우수후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복조 알고리즘이 최신형 프로세서 하드웨어로 실시간에
서 비용면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향상된 복조를 제공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라 구성된다. 결과
적으로, 셀룰러 기지국 제품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조되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동시에 우수한 복
조성능, 고품질의 음성 채널, 확장된 시스템 통신 범위 및 사용자 용량을 제공한다.

복조기 수단(24)은 이전에 언급된 TDMA시스템과 같은 디지탈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이용될 수 있다. 하프 
레이트 DSI TDMA 시스템은 프레임 슬롯에서 전송 시간 사용을 관리함에 있어서, 음성 활성도 검출의 사용
을 통하여 시스템 용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복조기(24)의 출력은 비트 에러가 검출되고, 순방향 에러 교정이 복조된 신호에 인가되는 디코더/제어기 
모듈(26)에 결합되다. 디코드되어 교정된 신호는 음성 프로세서를 위해 발생되어 기지국 제어기(16)으로 
송신되다. 디코더/제어기 모듈(26)은 또한 기지국 회로에 고레벨 제어 및 시스템 관리를 제공한다.

이전에 기술된 바와같이, 음성 신호(특히, 접속된 이동 전화 유니트로부터 발생됨)는 소정의 다른 전화기 
또는 이동 전화 유니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공중 전화 시스템(18)에 링크된다. 접속된 전화기로부터의 복
귀음성 신호는 최초에 접속된 이동 전화 유니트에 송신하기 위해 기지국 송신 회로(도시되지 않음)에 의
해 프로세서된다.

시분할 멀티플렉스 시스템용 디지탈 신호 구조

제9a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양호한 실시에에서 이용가능한 TDMA시스템에 대해, 데이타 신호에서 각각의 
데이타 프렝미(30)은 40msec의 지속 기간을갖고 있고, 각각 6.67 msec의 지속 기간을 갖고 있는 6개의 슬
롯을 포함한다. 총 1994개의 비트 또는 972개의 기호는 프레임(30)에 제공된다.

각각의 기호는 페이저(phsor)신호를 나타내고, 페이저 신호의 x및 y값을 한정하는 한쌍이 비트를 포함한
다.

데이타는 제9B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데이타 프레임(30)으로 포맷된다. 데이타 필드는 상술된 데이타 필드
에 포함된 기호로 도시된 바와같은 프레임(30)의 시간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예를들면, 제1데이타 필드는 리스트된 데이타 필드 코드에 표시된 바와같은 감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된 1에서 3까지의 숫자로 표기된 3개의 제1기호를 포함한다. 사용자 정보는 29에서 95까지의 숫자로 
표기된 67개의 기호를 갖고 있는 데이타에 포함되어 있다.

복조기 회로

이러한 양호한 실시예의 복조기 수단(24)는 제3도에 더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2개의 안테나로부터 발생
하는 다이버시티 신호는 결국 신호 샘플링 절차에 의해 아날로그 형태에서 데이타 형태로 변환된다. 샘플
은 양호하게는 기호당 4개의 샘플을 제공하기 위해 기호 비율로 4배 발생된다.

최종 다이버시티 샘플 신호는 정합된 필터링이 신호값에 인가되는 필터 프로세서(40)의 입력에 인가된다. 
양호하게, 최신형의 다수의 데이타 신호 프로세서(DSP)는 본 발명에 따라서 고용량, 복합섬 치 향상된 신
호 복조에 필요한 통합된 데이타 프로세싱을 제공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이용된다. 총 4개의 dSP(42, 44, 
46 및 48)이 이용되고, 예를들면 그러한 것들은 Motorola 96002 프로세서가 될 수 있다. 본발명의 다른 
응용에 있어서 다른 DSP하드웨어 장치는 특정한 응용의 필요에 따라 이용될 수 있고 , 본 발명을 응용할 
때에 그 기술 수준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

DSP(42-48)은 공유된 이중 포트 RAM 메모리(50)을 통하여 양호하게 결합되다. 또한 DPS(42-48)은 데이타 
버스 링크(52, 54및 56_상에 함께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DSP는 데이타 버스 링크 또는 이중 포드 
RAM(50)을 경유하여 각각의 다른 DSP에 직접 이크될 수 있다.

필터 DSP(40)은 DSP(42 및 46)에 대한 입력으로서 각각 데이타 이크(58 및 60)을 걸쳐 전송되는 안테나 
(A 및 B)에서 각각 정합되어 필터된 출력 신호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DPS(42-48)은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서 특징지어 지느 경제적인 제품 성능의 이점을 달성하는 실시간 복조를 유도하는 파이프 라인된 
실행 절차 및 분할된 기능성으로 혀동하여 프로그램된다. 복조된 출력 신호는 제2도와 관련하여 기술된 
바와 같은 모듈(26)에 으해 디코딩하기 위해 출력 버스(61)상에서 발생된다.

알고리즘 복조 절차

10-3

1019930021085



제4도에서는 복조기 수단(24)에 의해 양호하게 실행된 기본적인 알고리즘 복조 절차(70)을 예시한 전체 
플로우 챠트가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70)은 다중 상태 비터비 격자 알고리즘(multi-state Viterbi 
trellis algorithm)을 기초로 한 초대 가능성 순차 추정기(MLSe)를 양호하게 구현한 것이고, 또한 인용된 
현재 계류중인 출원에 기술되어 있는 4상태(4-state)비터비 알고리즘의의 형태로 MLSE를 양호하고 특정하
게 구현한 것이다.

MLSE로서 동작할때, 양호한 4상태 비터비 알고리즘은 16상태 비터비 알고리즘과 같은 이전의 종래의 MLSE
모듈보다 현저하게 적은 게산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전에 표시된 바와같이, 4상태 비터비 알고리즘
은 여전히 최신형의 DSP 장치에 의해 제공된 계산력을 초과하는 계산력을 필요로 한다. 본 바렴은 일반적
으로 최신형의 DSP 하드웨어로 다중 상태(예를 들면, 4상태, 16상태, 64 상태 및 그 이상) MLSE또는 비터
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현재 이용 간으한 DSP 하드웨어로 상업적으로 경쟁력 이
쓴 가격으로 양호한 4상 비터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복조 절차(70)은 일반적으로 함께 취해진 DSP(42-48)에 의해 절차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절차
(70)은 복조된 데이타를 포함하는 연속적으로 수신된 기호 그룹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행된다. 이러한 절
차(70)내에서, 반복 계산은 현재의 기호 그룹 내부의 연속적인 기호에 대해 수행된다.

채널 추정값은 블럭(72)에서 초기화되고, 각각의 기호에서 블럭(74)는 안테나(A 및 B)에 의해 수시된 다
이버시티 신호에 대한 정합되어 필터된 샘플값의 현재 셋스틀 얻는다.

다음에, 브랜치 메트릭(BM) 은 블럭(76)에서 안테나(A 및 B)용 비터비 격자에서 모든 브랜치에 대한 가능
성의 측저응로 계산된다. BM계산은 기본적으로 한 기호 주기에서의 각각의 상태에서 다음 기호 주기에서
의 다른 상태로의 가능한 전이를 가중(weighting)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는 정합된 필터 샘플값과 현재 
기호에  대한  채널  추정값을  입력으로서  이용하고,  4상태  격자에서  모든  가능한  브랜치  메트릭을 
계산한다. 따라서 단계(76)은 복조기 수단(24)상에 상당한 프로세싱 로드를 부과한다.

경로 메트릭(PM)은 블럭(78)에서 2개의 브랜치 메트릭 출력으로 계산되고, 트레이스백(TB)는 PM 출력으로
부터 가능한 4상태중 최상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블럭(80)에 의해 수행된다. PM 계산은 기본적으로 격
자에서 각각의 가능한 경로에 대한 현재의 브랜치 메트릭 및 최종 PM의 각각의 노드에서 가중된다. 최상
의 경로 메트릭은 가장 낮은 메트릭이다.

트레이스백 절차는 페이딩 채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기호의 깊이로 양호하게 수행된다. 하드결
정 비트는 최상의 경로 메트릭상에 2개의 기호의 트레이스백에 의해 한정된다.

그룹으로서 단계(76, 78 및 80)은 4상태 비터비 등화기를 구성한다. 기술된 계산을 수행할때, 동화기는 
다중 경로 왜곡을 보상한다.

트레이스백 후에, 현재의 기호 시간 주기에서 TB단계(80)에 의해 계산된 트레이스백 기호 시간 주기 및 
하는 결정 비트에 대한 정합되어 필터된 샘플은 새로운 채널 추정값의 계산을 위해 블럭(82)에 인가된다.

채널 추정값은 채널 동작을 예측하게 해주고, 특히 실제 채널 상태에서의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채널 동작
에서의 변화에 의해 발생된 변화를 보상하는 채널 파라미터의 추정을 제공한다. 주파수 및 위상 왜곡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는 채널 손상은 왜곡 파라미터의 계산된 값에 의해 보상된다.

새로운 채널 추정값은 복조 절차(70)내에서 비터비 격자 계산의 다음 반복에서 브랜치 메트릭 계산에서의 
채널 동작 변화를 보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블럭(82)에서 블럭(76)을 귀환된다.

블럭980)으로부터 트레이스백 출력은 소프트 결정(SD) 블럭(84)에 대한 입력으로서 블럭(78)로부터 경로 
메트릭 출력에 따라 추가로 인가된다. 일반적으로, SD 블럭(84)는 트레이스백 블럭(80)에 의해 발생된 하
드 0 및 1비트로부터 선정된 값의 범위내에서 스케일된 값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결정절차는 
응용 가능한 결정된 신뢰 인자에 따라 각각의 하드 비틀르 스케일 한다.

복조 절차(70)은 연속적인 데이타 기호가 프레임될때에 디코더 모듈(26)으로 소프트 결정 출력을 송신하
는 출력 보조(84)를 갖고 있다. 각각이 데이타 그룹이 프로세스된 후, 복조 절차(70)은 종료디고, 다음의 
데이타 그룹이 수신되기 시작할 때까지 다음 실해을 대기한다.

분할

최신형의 프로세서 하드웨어 복조 절차(70)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써, 절차(70)에서의 단계들
의 파이프라이닝(pipelining)실행과 절차 기능의 분할(partitioning)의 조합된 수해응로 양호하게 다중데
이타 신호 프로세서의 사용을 통하여 이전에 기술된 바와같은 성능 및 경제적인 개선을 제공한다. 양오한 
실시예에서  DSP(42-48)에서의 절차(70)은 효율적인 실행에 따라 필요한 총 프로세싱 전력이 감소된다.

절차 기능의 분할되고, 양호하게는 파리프라인된 실행으로 다중 DSP이 사용은 복조 절차(70)의 실시간 실
행에 필요한 총 프로세싱 전력을 제공한다. 최선형의 어떠한 단일 프로세서 칩도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
요한 프로세싱 전력의 레벨을 가질 수 없다.

기능의 분할은 다중 DSP 사이에서 프로세싱 로드의 규형을 맞추고, 데이타 전송의 주파수와 볼륨을 제한
하기 위해 양호하게 수행된다. 데이타 전송 주파수를 제한함으로써, 절차 단계의 실행의 파이프라이닝이 
용이하게 된다.

다음의 표와 제5도에 도시된 다이어그램은 본 실시예에서 양호한 파이프라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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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력 샘플 신호(A 및 B)은 각각의 BM 계산에 사용되는 DSP1(42)및 DSP3(46)에 각각 인가된다. PB및 TB절
차는 둘다 DSP2(44)에서 수행된다 SD 계산은 출력값을 버스(62)를 거쳐 디코더로 직접 인가되도록 해주는 
DSP(48)에서 수행된다.

파이프라이닝

복조 절차(70)의 프로세싱 전력 필요 조건에 맞추기 위한 최신형의 프레임의 하드웨어의 사용을 실현시키
는데 기억하고, 복조 절차(70)의 효율적인 실시간 실행을 제공하기 위해, 복조 절차(70)에서 단계의 실행
이 양호하게 파이프라인된다. 비터비 격자의 설정은 시동 상태, 정상 상태 및 최종 상태에서 다르기 때문
에, 소정의 파이프라이닝 차가 3개의 상태에서 이용된다.

실시간 복조 절차(70)은 각각의 프레임 슬롯에서 3개이 데이타 그룹 또는 필드중 각각의 데이타 그룹 또
는 필드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각각의 TDMA 프레임(제9A 도 및 제9B도 참조)에서 총 18번 
실행된다. 각각의 실행에 대해, 복조 절차(70)은 시동 상태, 정상 상태 및 최종 상태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각각의 실행 동안에, 계산 단계는 연속적인 시간 틱(tick), 예를 들면 연속적인 기호상에서 반복적
으로 수행된다.

파이프라이닝 시스템은 연속적인 기호 시간 주기에 걸쳐 각각의 기호에 대한 다양한 계산 작업을 분배하
고, 계산 결과가 실시간 실행을 위해 필요로 할때에 이용되게 해주고, 동시에 다중 DSP의 프로세싱 전력
을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분배한다. 복조 절차(70)의 파이프라이닝 
실행은 복조 절차(70)의 시동 상태, 정상 상태 및 최종 상태(90, 92 및 94)가 각각 도시된 제6도 내지 제
8도에 막대 그래프로 예시되어 있다.

막대 그래프에서, 시간은 수평 방향으로 연장되고, 프레임 인터럽트에 의해 표시된 연속적인 기호 주기로 
수직선으로 나우어진다. 4개의 행은 프로세서(DSP1, DSP2, DSP3 및 DPS4)에 대응하게 제공된다. 각각의 
행에서, 막대는 다양하게 표시되고, 분할된 작업이 4개의 DSP에서 서로 연결되어 수행될때를 도시하기 위
해 변하는 시간에 따라 연장한다.

시동 위상이 종요한 차별화딘 특징은 브랜치 메트릭이 알려진 상태로부터 다음 기호에서의 각각의 4개의 
상태까지 계산되도로 초기 상태가 시작 시간에서 알려진다는 것이다. 최종 위상에서, 중요한 차별화된 특
징은 테일(tail)트레이스백이 알려진 상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시동 위상(90)은 기호(n-2)로 시작하고, 다음의 선행 기호(n-3)으로부터 발생된 브랜치 메트릭 출력 값은 
작업 시간 막대(96 및 98)에 의해 표시된 바와같이 프로세서(DSP1 및 DSP3)에서 2개의 다이버시티 채널에 
대해 초기화된다.

기호(n-2)내의 자류 시간내에서, 브랜치 메트릭(BM1 및 BM2)는 작업 시간 막대(100 및 102)에 의해 표시
된 바와같이 현재 기호(n-2)에 대해 프로세서(DSP1 및 DPS3)에 의해 계산된다. 같은 잔류 시간 주기에서, 
경로 메트릭(PM)은 작업시간 막대(104)에 의해 표시된 바와같이 기호(n-3)에 대해 프로세서(DSP2)에 의해 
계산되다.

다음의 기호(n-1)에서, 브랜치 메트릭 계산(BM1 및 BM2)는 작업시간 막대(106 및 108)에 의해 표시된 바
와같이 프로세서(DPS1 및 DSP3)에서 현재의 기호(n-1)에 대해 계산된다. 추가로, 기호(n-2)에 대한 경로 
메트릭(PM)은 프로세서(DSP2)에 의해 계산된다.

시동 위상(90)의 최종 기호(n)에서 브랜치 메트릭은 막대(112 및 114)에 의해 표시된 바와같이 현재의 기
호(n)에 대해 프로세서(DPS1 및 DSP3)에 의해 계산된다. 프로세서(DPS2)는 기호(n-1)에 대한 경로 메트릭
을 개산한 후, 기호(n-1)에 대한 트레이스백(TB)를 계산하여 연속적인 작업 시간 막대(116, 118및 120)에 
의해 표시된 바와같이 트레이스백 계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하드 결정 비트(HD)를 등록한다.

(n-1) 트레이스백 출력이 이용 가능하면, 재차 추정 계산(CE1 및 CE2)는 막대(122 및 124)에 의해 표시된 
바와 같이 잔류(n) 기호 시간에서 프로세서(DSP1 및DPS3)에 의해 기호(n-1)에 대해 수행된다. 다음의 기
호(n+1)에서 사용된 채널 추정 파라미터는 기호(n) 동안에 기호(n-1)에 대해 계산된 채널 추정 파라미터
로부터 적절히 예측된다.

복조 절차(70)이 시동 위상(90)은 기호(n)에서 종료된다. 정상 상태 위상(92)에서, 다중 기호가 발생하지
만, 다만 2개의 기호[(N+1) 및 (n+2)]가 복조 절차(70)의 정상 상태 분할과 파이프라이닝을 예시하기 위
해 제7도에 표시된다.

기호[(N+1) 및 (n+2)]동안에 프로세서(DSP1, DSP2 및 DSP3)에 대한 시간 작업 막대는 기호(n)에 대해 기
술된 패턴을 따른다. 추가로, 기호(n+1)에서, 소프트 결정 계산(SD)는 프로세서(DSP4)에 의해 기호(n+2)
에  대한  하드  비트로부터  수행되고,  출력값은  이전에  기술된  바와같이  디코딩을  위해  발생된다. 
유사하게, 기호(n+2)에서, 소프트 결정 계산은 기호(n-1)에 대해 프로세서(DSP4)에 의해 수행된다.

복조 절차(70)의 최종 위상(94)에서, 브랜치 매트릭 계산은 막대(126 및 128)에 의해 표시된 바와같이 기
호(n+3)에 대한 기호(n+3)에서 수행된다. 추가로, 경로 메트릭 및 트레이스백 계산은 막대(130 및 132)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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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124 및 136)에 의해 각각 표시된 바와같이 기호[(n+2) 및 (n+3)]에 대해 프로세서(DPS2)에 의해 기
호(n+3)에서 수행된다. 최종 트레이스백 계산은 잔류 비트가 알려진 상태로부터 트레이스백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테일 계산이다.

프로세서(DSP4)는 막대(138 및 140)에 의해 표시된 바와같이 기호[(n-1) 및 (n)]에 대한 소프트 결정 계
산을 수행한다. 최종 기호(n+4)에서, 프로세서(DSP4)는 기호[(n+1), (n+2) 및 (n+3)]에 대한 소프트 결정 
계산을 수행한다. 그러지 않으면,  프로세서(DSP1, DSP2 및 DSP4)가 기호(n+4)에서 유휴 상태로 되고, 프
로세서(DSP4)가 복조 절차(70)의 다음 실행의 시동 위상의제1기호에서 유효 상태로 될 것이기 때문에, 계
산은 종료 실행의 최종 위상이 다음 실행의 시동 위상과 중첩되도로 파이프라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시 말하면, 제6도의 막대(96-104)에 대응하게 다음의 시동 위상에서 제1기호로 수행될 작업은 기호(n+4)
에서, 프로세(DSP1, DSP2 및 DSP3)에 의해 수행된다.

제6도 내지 제8도에 도시된 그래프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복조 절차 단계는 실시간에 적절한 시간순
서로 실행되고, DSP에 대한 균형적인 계산 로딩으로 합리적으로 실행된다. 향상된 복조 성능 및 향상된 
기지국 동작은 최신형의 데이타 신호 프로세서로 효과적으로 향상된 복조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
된 능력의 결과로서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이전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그러한 것은 기술된 혀로 본 발
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을 응용할때, 본 기술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 및 그와 균등한 것에 한정되는 것을 
해석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의 기지국 수신기용 복조기에 있어서, 다중 상태 최대 기능성 순차 추정기(MLSE)를 이용하고, 
데이타 프레임내의 각각의 연속적인 슬롯에서 연속적인 데이타 그룹을 반복적으로 보곶하는 것이 실행 가
능한 복조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다수의 데이타 신호 프로세서, 복조 절차에 따라 시간 순서로 계산하기 
위해 선정된 소자로부터 채널 데이타를 다른 선정된 소자에 대한 입력 데이타로서 인가되도록 하기 위해 
상기 프로세서를 데이타 링크시키기 위한 수단, 입력으로서 인가된 데이타 신호 및 브랜치 메트릭 계산을 
하기 위해 브랜치 메트릭 소자를 실행시키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는 상기 프로세서중 1개 이상의 제1프로
세서 및 후속 디토딩을 위해 복조된 채널을 발생시키는 상기 프레임중 1개 이상의 출력 프로세서를 포함
하고, 다중계산 소자를 갖고 있는 상기 MLSE는 각각의 데이타 그룹내의 데이타를 복조시키기 위해 각각의 
기호에서 선정된 순서로 실행되며, 선정된 방식으로 상기 데이타 신호 프로세서 사이에서 분할된 브랜치 
메트릭, 경로 메트릭, 트레이스백 및 채널 추정 소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프로세서 및 상기 출력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4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제공되고, 
상기 제1프로세서에 대한 입력으로서 인가된 상기 데이타 신호는 복수의 다이버시티 신호중 1개의 다이버
시트 신호에 대응하며, 상기 4개의 프로세서중 제3프로세서는 입력으로서 인가된 다른 상기 복수의 다이
버시티 신호 및 브랜치 메트릭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브랜치 메트릭 소자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상기 다이버시티 신호용 복조 메트릭 계산은 복조 절차의 각각의 데이타 그룹 실행에서 각각의 
연속적인 기호 동안에 동시에 상기 제1프로세서 및 제3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조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4개의 프로세서중 제2프로세서는 상기 제1프로세서 및 제3프로세서로부
터의 브래티 메트릭 출력에 대한 경로 메트릭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경로 메트릭 소자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1프로세서 및 제3프로세서가 각각 관련된 브랜치 메트릭 소자의 실행후
에 각각의 기호에서 채널 추정 소자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고, 상기 제2프로세서는 상기 경로 
메트릭 소자로부터의 출력값에 대한 트레이스백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트레이스백 소자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상기 프로세서중 제4프로세서는 상기 출력 프로세서이고, 소프트 결정 계산을 수행
하며, 상기 제2프로세서내의 상기 트레이스백 소자에 발생된 하디비트로부터의 상기 복조된 출력을 발생
시키기 위해 소프트 결정 소자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트레이스백 하드 결정 비트 및 각각의 기호에서 상기 제2프로세서에서 계산
된 경로 메트릭은 제3후속 기호에서 소프트 결정 계산을 위해 상기 소프트 결정 소자에 대한 압력으로서 
상기 제4프로세서에 파이프라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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