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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채널 부호화, 복호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무선통신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채널 부호화, 복호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송신측은 시공간 부

호화기, 인터리버들, P/S 변환기, RSC 부호화기, S/P 변환기 및 변조기를 포함하고, 수신측은 RSC 복호화기, 디인터리버

들, 시공간 복호화기, 인터리버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보전송의 에러율을 감소시켜 성능은 복합적 복호화에 비해 동일

혹은 더 향상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복호화 과정의 복잡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하드웨어 구현의 난점을 줄일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채널 코딩, 시공간 코드, RSC 코드, 직렬연접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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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다중 안테나를 갖는 송신측의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다중 안테나를 갖는 수신측의 복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수신 Eb/N0 에 따른 프레임 에러율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 시스템의 채널코딩(channel coding)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공간 코드의 직렬연접(serial concatenation of space-time codes)

기법에 관한 것이다.

  직렬연접(serial concatenation of space-time codes) 코드는 시공간 코드(space-time code)를 외부 코드(outer

code)로 사용하고 RSC 코드(recursive systematic convolutional code)를 내부 코드(inner code)로 사용한다. 송신측과

수신측에 여러 개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종래에는 내부 코드를 위해 각 안테나에 하나씩의

RSC 코드(recursive systematic convolutional code)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시공간 코드(space-

time code)의 부호화 이득(coding gain)을 크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수신측에서는 각각의 RSC 코드에 대해 개별적인

복호화가 이루어진다. 2000년 7월, "IEEE Communications Letters"에 "Improved space-time codes using serial

concatenation"를 명칭으로 하여 기재된 논문에서는, 내부 코드로 송신 안테나 개수 만큼의 RSC 코드를 사용하고, 복호화

는 각각의 RSC 코드에 대응하는 내부 복호화기를 사용하여 각각의 부호를 분리하여 복호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코드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역시 개별적으로 복호화하는 경우 각 각의 내부코드 복호화기는 트렐리스

상태 수 하나 당 2nq 개의 브랜취를 갖게 되고, 한 번의 반복(iteration)에서 Nnq 비트에 대한 복호화를 위해 계산해야 할

브랜취의 총수는 (상태 수) × N ×2nq 가 된다. 즉, 이러한 개별적 복호화 방법은 복호화 과정이 간단하고 복잡도는 낮지

만, 복호화의 효율성 즉, 성능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복합적 복호화 방법은 부호화 과정은 상술한 방법과 동일하나, 복호화 과정에서 모든 RSC 코드에 대해 동시에 복

호화를 진행한다. 2002년 2월, "Electronics Letters"에 "MIMO iterative decoding of serial concatenation using

space-time trelis codes"를 명칭으로 하여 기재된 논문에서는, 내부 코드로 송신 안테나 개수 만큼의 RSC 코드를 사용하

고, 복호화는 각각의 RSC 부호기를 하나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복호화하는 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코드

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복합적으로 복호화하는 경우에는 트렐리스 상태 수가 (부호화기 하나의 상태 수)N 로 증가되고 상

태 수 하나 당 2Nnq 개의 브랜취를 갖게 되므로, 한 번의 반복(iteration)에서 Nnq 비트에 대한 복호화를 위해 계산해야 할

브랜취의 총수는 (상태 수)N ×2Nnq 가 된다. 즉, 이 방법은 복호화의 효율성은 매우 높으나 송신 안테나의 개수가 많아지

는 경우 하드웨어적 구현에 있어서 N의 증가에 의해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개별적 복호화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복합적 복호화 방법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채널 부호화, 복호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개별적 복호화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복합적 복호화 방법의 복잡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복수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신측에 있어서, 정보 비트를 입

력으로 받아 한 개의 입력 부호당 복수개의 송신안테나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부호를 비트 스트림 형태로 출력하는 시공간

부호화기; 상기 시공간 부호화기로부터 입력된 복수개 부호를 인터리빙하는 인터리버들; 상기 인터리버들로부터 출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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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개 병렬 출력을 부호 단위로 직렬화하는 P/S 변환기; 상기 P/S 변환기로부터 입력된 부호 단위로 직렬화된 코드 비트

를 인코딩하여 새로운 코드 비트를 출력하는 RSC 부호화기; 상기 RSC 부호화기의 출력신호를 복수개의 신호로 병렬화하

는 S/P 변환기 및 상기 S/P 변환기로부터 출력된 복수개의 신호를 개별적으로 변조하여 각 신호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송

신안테나로 출력하는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채널 복호화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은 복수개의 수신안테나

를 갖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측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로부터 수신 안테나 개수에 대응하여

각각의 수신 안테나로 입력되는 신호 및 하기 인터리버들로부터 입력되는 RSC 코드의 입력 비트에 대한 a priori 확률을

이용하여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된 확률분포에서 외부정보를 추출하여 복수개의 부호에 대한 LLR(Log

Likelyhood Ratio) 정보를 출력하는 RSC 복호화기; 상기 RSC 복호화기로부터 입력된 복수개의 부호에 대한 신호를 디인

터리빙하는 디인터리버들; 상기 디인터리버들로부터 입력되는 출력부호의 a priori 확률을 이용하여 내부 코드의 트렐리

스 구조로부터 외부 코드의 출력에 대한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된 확률분포에서 외부정보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시공간 복호화기 및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로부터 입력된 복수개의 신호를 인터리빙하여 상기 RSC 복호화기로 출력하는

인터리버들을 포함하며,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의 송신안테나 개수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부호출력을 다시 상기 RSC 복호

화기로의 피드백 루프가 소정 회수 반복된 후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에서 외부코드의 입력비트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하

여 정보 비트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채널 부호화 방법은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채널 부

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정보비트를 시공간 부호화 하는 단계와, 시공간 부호화된 복수개의 신호를 인터리빙하는 단계

와, 인터리빙된 병렬 신호를 직렬화하는 단계와, 직렬 신호를 하나의 RSC 코드로 RSC 부호화하는 단계와, RSC 부호화된

신호를 복수개의 신호로 병렬화하는 단계 및 병렬화된 복수개의 신호를 각각 변조한 후, 각 신호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송

신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채널 복호화 방법은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채널 복

호화 방법에 있어서,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RSC 복호화하는 (a) 단계와, RSC 복호화된 신호를 디인

터리빙하는 (b) 단계와, 디인터리빙된 신호인 priori 확률을 이용해 내부 코드의 트렐리스 구조로부터 외부 코드의 출력에

대한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여 시공간 복호화하는 (c) 단계 및 시공간 복호화된 신호를 인터리빙하는 (d) 단계를 포함하

고, 인터리빙된 신호를 RSC 코드의 입력 비트에 대한 priori 확률로 이용하고,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는 RSC 복호화 단계를 수행하고, (b) 내지 (d) 단계를 소정 회수 반복한 후, 시공간 복

호화된 신호로부터 외부코드의 입력비트에 대한 확률분포를 계산하여 정보 비트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는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다중 안테나를 갖는 송신측의 부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로서, 시공간 부호

화기(102), 인터리버들(104), P/S 변환기(106), RSC 부호화기(108), S/P 변환기(110), 변조기(112) 및 송신 안테나들

(114)로 이루어진다.

  도 1을 참조하면, 시공간 부호화기(ST Encoder)(102)는 정보비트를 입력으로 받아 한 개의 입력 부호당 N개의 부호를

비트 스트림(bit stream) 형태로 출력한다. 인터리버(interleaver)(104)들은 Int 1 내지 Int N으로 이루어지며, 시공간 부

호화기(102)에서 출력된 N개의 부호를 입력으로 하여 각각 인터리빙을 한다. 인터리버들(104)을 거친 각 비트 스트림은

P/S 변환기(106)를 통과하여 하나의 스트림으로 정렬된다. 즉, P/S 변환기(106)는 인터리버들(104)로부터 출력되는 N 개

의 병렬출력을 받아들여 Int 1, Int2, …, Int N의 순서로 그 출력을 직렬화한다. 이렇게 정렬된 스트림은 RSC 부호화기

(RSC Encoder)(108)의 입력이 되고, RSC 부호화기(108)는 직렬화된 코드 비트를 인코딩하여 새로운 코드 비트를 출력하

는 역할을 한다. RSC 부호화기(108)의 출력은 S/P 변환기(serial-to-parallel converter)(110)를 통과하면서 다시 N개의

비트 스트림 형태로 변형된다. 각 비트 스트림은 변조기(modulator)(112)에서 개별적으로 변조되어 각 송신 안테나들

(114)을 통해 전송된다.

  상술한 P/S 변환과 S/P 변환은 시공간코드의 부호화 이득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환 과정을 따른다. 매

시각 시공간 부호화기의 출력인 N개의 부호를 C1, C2, …, CN 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되는 송신 안테나들(114)을 각각 1,

2, …, N 이라고 하면, 각 부호를 입력으로 하여 얻어진 RSC 부호화기(108)의 출력은 입력 부호에 대응되는 송신안테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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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게 한다. 즉, Ci 를 입력으로 하여 얻어진 출력은 송신안테나 i를 통해 전송된다. 만일, 송신측에서 내부 코드로 부호화

율이 q/p인 이진 RSC 코드를 사용하고 N개의 송신안테나를 통해 전송한다면, q개의 정보 비트를 단위로 하여 P/S 변환과

정을 거친 후의 RSC 코드의 출력은 q개 비트의 입력에 대해 p개의 비트가 되므로 송신측에서 변조를 위한 콘스텔레이션

(constellation)의 크기는 2p 가 된다. 이 경우 각 송신안테나는 2p 개의 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포인트 중에서 p개의

비트 값에 따라 대응되는 부호를 송신한다. 만일 nq 개의 정보비트를 단위로 하여 P/S 변환과정을 거친다면 송신측에서 변

조 콘스텔레이션의 크기는 2np 가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다중 안테나를 갖는 수신측의 복호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로서, 수신 안테나

들(202), RSC 복호화기(RSC Decoder)(204), 디인터리버(deinterleaver)들(206), 시공간 복호화기(208) 및 인터리버들

(210)로서 이루어진다.

  송신측에서 부호화를 거친 데이터가 수신측의 M개의 수신 안테나에 의해 수신된다. 이렇게 각각의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들은 모두 더해진다. 수신측에서 복호화 장치는 연성입력 연성출력(soft-input soft-output: SISO)을 갖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RSC 복호화기(204)는 내부 코드의 복호화를 맡는 부분인 SISO I 이 되고, 시공간 복호화기

(208)는 외부코드의 복호화를 맡은 부분인 SISO II 가 가 된다.

  SISO I 인 RSC 복호화기(204)의 입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수신안테나들(202)로부터 입력된 신호이고, 다

른 하나는 SISO II 인 시공간 복호화기(208)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인 내부코드의 입력 비트에 대한 a priori 확률이다. RSC

복호화기(204)는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코드의 입력 비트에 대한 posteriori 확률분포를 계산하고, 계산된 확률분

포에서 외부정보(extrinsic information)를 추출하여 이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첫 번째 반복(iteration)에서는 수

신 안테나(202)로부터 입력된 정보만을 사용하지만, 두 번째 반복(iteration)에서부터는 시공간 복호화기(208)로부터 입

력된 RSC 부호화기의 입력비트에 대한 확률정보도 함께 사용한다. posteriori의 확률분포 계산은, 예를 들어 BCJR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RSC 복호화기(204)의 출력신호는 Deint 1, Deint 2, …, Deint N 으로 이루어지는 디인터리버(deinterleaver)(206)들에

서 디인터리빙 된 후, SISO II 인 시공간 복호화기(208)에 입력된다.

  시공간 복호화기(208)는 송신측의 RSC 부호화기의 입력비트에 대한 확률 값을 계산하고, 외부정보를 추출하여 출력하

는 역할을 한다. 즉, a priori 확률분포에 해당하는 디인터리버들(206)로부터 입력된 외부정보(extrinsic information)와

외부코드인 시공간 코드의 트렐리스(trellis) 구조로부터 외부코드의 출력에 대한 posteriori 확률분포를 계산하고 외부정

보를 추출하여 출력한다.

  시공간 복호화기(208)로부터 출력된 외부정보는 Int 1, Int 2, …, Int N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리버들(210)에서 인터리빙

되어 RSC 복호화기(204)의 입력이 되고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RSC 복호화기(204)에서 a priori 확률분포가 된다. 이러

한 과정을 일정횟수만큼 반복(iteration)한 후, 외부코드의 입력비트(정보비트)에 대한 확률분포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정

보비트의 값을 결정한다.

  수신측에서의 복호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만일, 송신측에서 np 개의 비트를 나타내는 부호를 각 안테나를 통해

전송한다면, RSC 복호화기에서는 하나의 복호화기를 사용하여 N개의 송신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시에 전송된 N개의 부호

를 동시에 복호화한다. 이를 위해 내부코드의 트렐리스 다이아그램을 N ×np개의 비트를 출력으로 갖는 트렐리스 다이아

그램으로 변환시킨다. 이는 Nn개의 연속적인 트렐리스 섹션을 한 개의 트렐리스 섹션으로 단축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본래

의 트렐리스는 상태(state) 하나 당 2q 개의 트렐리스 브랜취(trellis branch)를 갖는데, 이러한 단축과정에 의해 생성된 새

로운 트렐리스는 상태 하나 당 총 2Nnq 개의 트렐리스 브랜취를 갖게 된다. 그러나, 총 상태 수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한

번의 반복(iteration)에서 Nnq 비트에 대한 복호화를 위해 계산해야 할 브랜취의 총 수는 (부호화기 하나의 상태 수)×2Nnq

의 형태가 된다. 이것은 복합적 복호화기와 비교하여 더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 복합적 복호화기와 최소한 같은 정도의

성능을 보이게 된다.

  복호화 계산에 필요한 브랜취 메저(branch measure)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송신주기 k에 RSC 부호화기의 입력인

N개의 부호가 dk(d1
k, …, d N

k) 이고, RSC 부호화기의 상태가 이 입력에 의해 sk-1에서 sk로 바뀌고, 이때 RSC 부호화

기의 출력인 N개의 부호는 ck(c1
k, …, cN

k)라고 하자. M개의 수신 안테나가 받은 수신신호가 (r1
k, …, rM

k) 일 때, 브랜

취 메저는 다음의 수학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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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다만, i = 1, 2, ..., N에 대해

  여기서, P(r1
k, …,rM

k l c1
k, …,c N

k )는 송신부호와 수신부호의 관계를 나타내는 채널모델을 사용하여 복조기의 출력

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P(di
k)는 초기 반복(iteration)에서는 균일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반복(iteration) 부터

는 시공간 복호화기에서 받아들인 외부정보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한다.

  이하에서는, 송신 안테나가 두 개이고, 수신안테나는 하나인 경우, 각 안테나가 QPSK 변조된 부호를 송신할 때의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복호화 과정을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이때, 외부코드는 한 번 입력에 두 비트를 받아들이

고, 출력으로 각각 두 개의 비트를 갖는 두 개의 출력 부호를 내놓는다. 내부 코드는 부호화율이 1/2인 이진 RSC 코드라고

가정한다.

  먼저, 내부 RSC 복호화기에서 브랜취 메저와 비트단위 LLR(Log Likelyhood Ratio)을 계산한다. 이때, 복호화과정은 기

본적으로 알고리즘의 전과정을 로그영역에서 수행하는 Log-MAP 복호화 방법(Robertson et al, "A comparison of

optimal and sub-optimal MAP decoding algorithms operating in the log domain", Proc, IEEE ICC, pp. 1009~1013,

Seattle, WA, June, 1995)을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MAP 복호화 계산에 필요한 브랜취 메저는 다음의 수학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두 개의 부호화기 입력 값은 독립적이므로, p(d1
k,d2

k)=p(d1
k)p(d2

k), p(rk l c1
k,c2

k)는 아래의 수

학식 3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3

  따라서,

  

수학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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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C 복호화기는 수신안테나에서 받은 신호를 사용하여 수학식 4의 첫 번째 항을 계산한다. 이때 수학식 4는 두 RSC 부

호화기의 입력비트에 대한 a priori LLR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하기의 수학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ln p(d1,d2)=ln

p(d1) + ln p(d2)로 쓸 수 있으므로,

  

수학식 5

  여기서 LLR1input 은 d1 비트에 대한 a priori LLR 값이다. ln p(d2)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Robertson 등이 제안한 Log-MAP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라

정의하고 Max-Log-MAP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수학식 6

  

  입력 비트에 대한 posteriori LLR 은 다음의 수학식 7과 같이 된다.

  

수학식 7

  본 발명에서는 수학식 7의 결과를 두 개의 입력 비트에 대해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posteriori LLR을 계산한다. 우선 입

력비트가 ij일 때 xij를 다음의 수학식 8과 같이 정의 한다.

  

수학식 8

  Max-Log-MAP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외부정보에 해당하는 LLR은 다음의 수학식 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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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9

  상기 수학식 9에서 LLR1과 LLR2는 각 각 d1, d2 비트에 대한 외부정보이다. max(x, y)는 보정 함수를 도입하여 근사가

아닌 정확한 값으로 바꿀 수 있다.

  다음으로, 외부 시공간 복호화기에서 브랜취 메저와 비트단위 LLR을 계산한다. 상기 수학식 9에서 계산된 LLR1, LLR2

은 디인터리빙을 개별적으로 거친 후에 시공간 복호화기의 외부정부로 입력되어 복호화에 이용한다. 디인터리빙을 한 후

LLR1, LLR2 는 시공간 부호화기의 출력 부호의 확률분포를 제공한다.

  시공간 트렐리스 브랜취의 출력이 C1, C2 라고 할 때 이들은 각 각이 2비트크기의 부호이므로 C1= C12C11, C2= C22C21 ,

C12,C11,C22,C21 ∈ {0,1}라 표현할 수 있다. 복호화를 위해 하기의 수학식 10 및 11과 같이 외부정보를 짝수와 홀수 번째

로 나누어 각 시공간 부호화기의 출력 부호의 a priori 확률로 본다. 즉, 짝수 번째는 수학식 10과 같다.

  

수학식 10

  홀수 번째는 수학식 11과 같다.

  

수학식 11

  시공간 트렐리스 다이아그램에서 브랜취 메저의 계산은 하기와 같이 한다. 즉, 시공간 트렐리스 브랜취의 출력이 C1, C2

라고 할 때,

  

수학식 12

  여기서 각 부호단위의 확률을 비트 단위 확률의 곱으로 표현한다.

  

수학식 13

  상기 수학식 13에서 C1= C12C11, C12,C11 ∈{0,1} 이고, ln P(C11=c11) 와 ln P(C12=c12) 는 하기의 수학식 14와 같이 외

부정보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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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4

  브랜취 메저는 상기 수학식 14와 하기 수학식 15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15

  그런데, ln(1+eLLRinput)항은 상태 전환 (state transition)에 무관한 일정한 값으로 부호화기의 출력 비트에 대한 LLR 계

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시공간 복호화기의 출력은 시공간 부호화기의 출력에 대한 업데이트된 LLR이다. Max-Log-MAP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비트 단위 LLR을 구할 수 있다. 부호화기 출력비트 ij에 대해 cij 를 수학식 16으로 정의한다.

  

수학식 16

  ci_j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c1_0 = max (c00, c01, c02, c03)

  c1_1 = max (c10, c11, c12, c13)

  c1_2 = max (c20, c21, c22, c23)

  c1_3 = max (c30, c31, c32, c33)

  c2_0 = max (c00, c10, c20, c30)

  c2_1 = max (c01, c11, c21, c31)

  c2_2 = max (c02, c12, c22, c32)

  c2_3 = max (c03, c13, c23, c33)

  시공간 부호화기의 출력(RSC 부호화기의 입력)에 대한 비트 단위 LLR은 수학식 17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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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7

  이 외부정보는 인터리빙을 거친 후에 RSC 부호화기의 입력비트에 대한 a priori 확률 LLR 로서 RSC 복호화기에 제공된

다.

  정보비트에 대한 LLR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정보비트 ba에 대한 LLR은 수학식 1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8

LLR(a) = a1 - a0

  LLR(b) = b1 - b0.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수신 Eb/N0 에 따른 프레임 에러율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설명

한다.

  도 3의 (a)는 본 발명에 의한 단독 부호화 및 복호화 방식, (b)는 다중 부호화 및 복합적 복호화 방식, (c)는 다중 부호화

및 개별적 복호화 방식의 세가지 다른 방식에 대한 수신 Eb/No 에 따른 프레임 에러율(FER)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시뮬

레이션은 두개의 송신 안테나와 하나의 수신안테나를 사용하고, 의사 시불변(quasi-static), 주파수균일(frequency-flat)

레일레이 감쇄 (Rayleigh fading) 환경에서, 외부코드는 Tarokh 등이 제안한 상태수 4개를 갖는 시공간 트렐리스 코드, 내

부 코드는 부호화율 1/2, 상태수 4, 구속장 3, 생성다항식이 8진수(5,3)로 표현되는 이진 RSC 코드, 프레임당 정보비트의

수는 240개, 복호화는 15번 반복(iteration) 한 후에 결정한 결과이다. 도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단독

부호화 및 복호화 방식인 도 3의 (a)가 가장 낮은 프레임 에러율(FER)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내부코드로 안테나 개수 만

큼의 RSC 코드를 사용하고 복합적으로 복호화를 하는 도 3의 (b)방법은 가장 높은 복잡도를 갖지만 단독 부호화 및 복호

화 방식인 (a) 보다 약간 높은 프레임 에러율(FER)을 갖는다. 반면 복잡도가 낮은 개별적 복호화 방법인 (c)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채널 부호화, 복호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은,

부호화 과정에서 하나의 RSC 코드를 사용하여 이의 출력을 다중 송신 안테나에 대응하여 송신하고, 복호화 과정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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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SC 복호화기를 사용하여 복수개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시에 전송된 복수개의 신호를 동시에 복호화하므로, 정

보전송의 에러율을 감소시켜 성능은 복합적 복호화에 비해 동일 혹은 더 향상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복호화 과정의 복잡

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하드웨어 구현의 난점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

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송신안테나를 갖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의 송신측에 있어서,

  정보 비트를 입력으로 받아 한 개의 입력 부호당 복수개의 송신안테나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부호를 비트 스트림 형태로

출력하는 시공간 부호화기;

  상기 시공간 부호화기로부터 입력된 복수개 부호를 인터리빙하는 인터리버들;

  상기 인터리버들로부터 출력된 복수개 병렬 출력을 부호 단위로 직렬화하는 P/S 변환기;

  상기 P/S 변환기로부터 입력된 부호 단위로 직렬화된 코드 비트를 인코딩하여 새로운 코드 비트를 출력하는 RSC 부호화

기;

  상기 RSC 부호화기의 출력신호를 복수개의 신호로 병렬화하는 S/P 변환기 및

  상기 S/P 변환기로부터 출력된 복수개의 신호를 개별적으로 변조하여 각 신호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송신안테나로 출력

하는 변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2.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를 갖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의 수신측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로부터 수신 안테나 개수에 대응하여 각각의 수신 안테나로 입력되는 신호 및 하기 인터리버들

로부터 입력되는 RSC 코드의 입력 비트에 대한 a priori 확률을 이용하여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된 확률분포에

서 외부정보를 추출하여 복수개의 부호에 대한 LLR(Log Likelyhood Ratio) 정보를 출력하는 RSC 복호화기;

  상기 RSC 복호화기로부터 입력된 복수개의 부호에 대한 신호를 디인터리빙하는 디인터리버들;

  상기 디인터리버들로부터 입력되는 출력부호의 a priori 확률을 이용하여 내부 코드의 트렐리스 구조로부터 외부 코드의

출력에 대한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고, 계산된 확률분포에서 외부정보를 추출하여 출력하는 시공간 복호화기 및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로부터 입력된 복수개의 신호를 인터리빙하여 상기 RSC 복호화기로 출력하는 인터리버들을 포함

하며,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의 송신안테나 개수에 대응되는 복수개의 부호출력을 다시 상기 RSC 복호화기로의 피드백 루프가

소정 회수 반복된 후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에서 외부코드의 입력비트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하여 정보 비트의 값을 결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복호화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리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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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인터리버, 제2 인터리버,…, 제N 인터리버로 이루어지며,

  상기 시공간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된 복수개의 부호를 각각 입력으로 하여 인터리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인터리버, 제2 인터리버,…, 제N 인터리버의 출출력은 상기 P/S 변환기, RSC 부호화기 및 S/

P 변환기를 거쳐 각각 상기 S/P 변환기의 제1 출력, 제2 출력,…, 제N 출력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

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인터리버들은

  제1 디인터리버, 제2 디인터리버,…, 제N 디인터리버로 이루어지며,

  상기 RSC 복호화기로부터 출력된 복수개의 부호를 각각 입력으로 하여 디인터리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복호화

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리버들은

  제1 인터리버, 제2 인터리버,…, 제N 인터리버로 이루어지며,

  상기 시공간 복호화기로부터 출력된 복수개의 부호를 각각 입력으로 하여 인터리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복호화

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RSC 복호화기는

  내부코드의 트렐리스 다이아그램을 (송신 안테나 개수 ×안테나 당 정보비트) 의 비트를 출력으로 갖는 트렐리스 다이아

그램으로 변환시켜 복수개의 송신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시에 전송된 복수개의 부호를 동시에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채널 복호화를 수행하는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

청구항 8.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채널 부호화 방법에 있어서,

  입력된 정보비트를 시공간 부호화 하는 단계;

  상기 시공간 부호화된 복수개의 신호를 인터리빙하는 단계;

  상기 인터리빙된 병렬 신호를 직렬화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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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직렬 신호를 하나의 RSC 코드로 RSC 부호화하는 단계;

  상기 RSC 부호화된 신호를 복수개의 신호로 병렬화하는 단계; 및

  상기 병렬화된 복수개의 신호를 각각 변조한 후, 각 신호에 대응하는 복수개의 송신안테나를 통해 동시에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부호화 방법.

청구항 9.

  다중 안테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채널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a)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RSC 복호화하는 단계;

  (b) 상기 RSC 복호화된 신호를 디인터리빙하는 단계;

  (c) 상기 디인터리빙된 신호인 a priori 확률을 이용해 내부 코드의 트렐리스 구조로부터 외부 코드의 출력에 대한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여 시공간 복호화하는 단계; 및

  (d) 상기 시공간 복호화된 신호를 인터리빙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리빙된 신호를 RSC 코드의 입력 비트에 대한 a priori 확률로 이용하고, 상기 복수개의 수신안테나를 통해 수신

된 신호를 이용하여 posteriori 확률을 계산하는 RSC 복호화 단계를 수행하고, 상기 (b) 내지 (d) 단계를 소정 회수 반복한

후, 상기 시공간 복호화된 신호로부터 외부코드의 입력비트에 대한 확률분포를 계산하여 정보 비트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채널 복호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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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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