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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블록 코히어런트(block-coherent) 채널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방법들 및 장치들, 특히 페리티 검사

코드들, 예를들어 저밀도 페리티 검사(LDPC) 코드들에 의해 코드화된 데이터 비트들을 액세싱 및/또는 인터리빙하기 위

한 방법들 및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신 시스템은 수신기가 순시 채널 이득(크기 및, 특히 위상)을 위한 신뢰적인 평가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논코히어런트

(noncoherent) 검출을 요구한다. 논코히어런트 통신 시스템들은 예를들어 무선 통신 액세스 시스템을 포함하고, 여기서

제한된 전력을 가진 모빌은 신뢰적으로 채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높은 전력 공지된 심볼들(파일롯들)을 전송할 수 없다. 논

코히어런트 통신 채널은 일부 코히어런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 코히어런트 블록은 채널 변화들이 무시할 수 있게 작은 시

간 간격을 가진다. 상기 채널을 통한 통신은 블록 코히어런트 통신이라 불린다.

블록 코히어런트 통신은 빠른 주파수 호핑(hopping)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액세스 시스템들에서 자연적으로 발

생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들에서 정보는 매 심볼 시간에서 톤(tone)이라 불리는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서브세트상에 변

조될 수 있다. 스펙트랄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이버서티 이득(diversity gain)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톤들은 몇몇 경

우들에서, 매 L 심볼들에서 전체 사용된 주파수 대역을 가로질러 빠르게 호핑되고, 예를들어, L 연속 심볼들은 하나의 톤에

맵핑되고, 다른 L 심볼들이 다른 톤에 맵핑되고, 기타 등등이 이루어진다. L이 작을때, 연속적인 L 심볼들 경험 동일 채널

이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L 심볼들의 2개의 연속적인 세트들 이득들의 크기들이 유사할지라도, 위상들은 일

반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보다 정확하게, 블록 코히어런트 통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이산 시간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

하여, 채널 이득은 매 L 연속 심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몇몇 분산에 따라 독립적으로 가변하는 알

려지지 않은 복잡한 랜덤 변수이고, 예를들어 위상은 [0, 2PI]를 통하여 일정하게 분산되고 크기는 레이라이(Rayleigh) 분

산된다.

블록 코히어런트 통신을 위하여, 공칭 방법은 차동 M-어레이 위상 시프트 키잉(differential M-array phase-shift-

keying; DMPSK)이다. DMPSK는 코히어런트 블록을 통하여 2개의 연속적인 심볼들 사이의 위상 차들의 정보를 운반한

다. 도시를 위하여, Nx(L-1) MPSK 정보 심볼들 s(i)을 전송하기 위하여, s(1), s(2),...,s(L-1)로서 표현된 L-1 심볼들의

N개의 연속적인 세트들 각각은 전송된 심볼들 t(0), t(1), t(2),...,t(L-1)로 차동적으로 인코드되고, 여기서 t(0)는 알려진

심볼로 설정되고, j=1,...,N-1에 대하여, t(j) = t(j-1) x s(j)이다.

MDPSK와 다른 변조 방법들은 가능하다. 예를들어, 블록에 공지된 심볼들의 삽입으로 인해, 정보 심볼들은 차동적으로 대

신 다른 심볼들상에 직접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런 변조 방법은 의사 파일롯 변조라 불릴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L-

1 정보 심볼들이 위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길이(L)의 드웰(dwell)내에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송 유닛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각각의 드웰내에서 전송된 M 정보 심볼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다른 말로, 각각의 전

송 유닛은 L-M 공지 심볼들을 포함한다. M은 기껏 L-1이다. 예를들어, 상기된 양쪽 방법들은 M=L-1이다.

순방향 에러 수정 코딩으로 인해, 블록 코히어런트 통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인코더(구성된 리던던시를 본래 데이터 스트

림에 삽입함), 변조기, 예를들어 DMPSK(MPSK 심볼들에 2진 데이터를 맵핑함), 복조기(소프트 정보를 추출하고 그것을

디코더에 공급함), 및 디코더(복조기로부터의 소프트 정보를 바탕으로 본래 메시지를 디코드함)를 포함할 것이다.

대부분의 코딩된 시스템들에서, 반복 복조 및 디코딩을 제공하는 - 이후 터보 등가화라 불리는 방법 - 수신기는 비반복 수

신기에 비해 우수한 성능 이득을 가진다. 예를들어, IEE Proceedings Communication 2000에서 공개된 Shamai 등에 의

한 "Iterative decoding for coded noncoherent MPSK communications over phase-noisy AWGN 채널"에 의해 조사된

컨벌루션 및/또는 터보 코딩 DMPSK 시스템들은 1.3dB의 채널 용량 및 종래 방법보다 우수한 1dB내의 터보 등가화 성능

을 나타낸다.

터보 등가화가 가장 효과적이기 위하여, 코드 설계가 반복 복조 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도시되었다. 코드 설계 및 그

것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중요성은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ormation theory 2002에서 공개된 Jin 및

Richardson's 논문 "Design of Low-Density Parity-Check Codes in Noncoherent Communication"에 기술된다. 여기

의 방법은 0.7dB의 채널 용량내로 성능을 개선시킨다.

공개특허 10-2005-0119196

- 2 -



터보 등가화의 최적 성능을 위하여, 코드화된 비트들은 전송시 충분히 인터리브되어야 한다. 인터리빙은 2개의 목적을 사

용한다. 한편으로, 디코딩을 위하여 블록 구조에 작은 거리의 코드화된 비트들과 연관된 소프트 메시지들 사이의 상관관계

를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리빙은 복조를 위하여 동일한 코히어런트 블록에 피드백된 메시지들

사이의 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다. 공통으로 고려된 인터리빙 구조는 랜덤 인터리빙이다. 그러나, 랜덤 인터리빙을 달성하

기 위하여, 동일한(랜덤하게 생성됨) 치환은 송신기 및 수신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고, 예를들어 저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큰 블록 코드들에 의해 코드화된 실제적인 시스템이 큰 메모리를 요구하게 한다.

터보 등가화 성능이 중요하지만, 통신 시스템이 넓은 범위의 디바이스, 예를들어 고객 디바이스들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하

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터보 등가화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를들어 하드웨어 비용 측면에서, 블록 코

히어런트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터보 등가화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능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다.

블록 코히어런트 통신에서 코딩 방법으로서 LDPC 코드들의 사용은 제공된 근접 용량 코딩 이득 및 부유 설계 공간을 요구

한다.

LDPC 코드들은 한세트의 노드들, 변수 노드들이 코드워드의 비트들에 대응하고 다른 세트의 노드들, 때때로 검사 노들이

라 불리는 제한 노드들이 코드를 한정하는 페리티 검사 제한들의 세트에 대응하는 태너(Tanner) 그래프들이라 불리는 2

부 그래프들에 의해 종종 표현된다. 그래프의 에지들은 노드들을 제한하기 위한 변수 노드들과 접속한다. 변수 노드 및 제

한 노드는 만약 그들이 그래프의 에지에 의해 접속되면 이웃들이라 불린다. 간략화를 위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쌍의

노드들이 기껏 하나의 에지에 의해 접속되는 것을 가정한다.

변수 노드들과 일대일 관련된 비트 시퀀스는 만약 각각의 제한 노드에 대하여, 상기 제한(변수 노드들과 관련을 통해)과 인

접하는 비트들이 2개를 원칙으로 제로 모듈에 합해지면, 즉 그들이 우수의 것들을 가지면 코드의 코드워드이다.

노드, 즉 변수 노드 또는 제한 노드에 부착된 에지들의 수는 노드 디그리(degree)라 불린다. 규칙적인 그래프 또는 코드는

모든 변수 노드들이 동일한 디그리(j)를 가지며, 모든 제한 노드들이 동일한 디그리(k)를 가지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코

드가 (j,k) 규칙 노드이라 한다. 이들 코드들은 본래 Gallager(1961)에 의해 발명되었다. "규칙적인(regular)" 노드와 대조

하여, 불규칙 코드는 다른 디그리의 변수들 및/또는 제한 노드들을 가진다. 예를들어, 몇몇 변수 노드들은 디그리 4, 디그

리 3 및 디그리 2일 수 있다.

불규칙 코드들이 표현 및/또는 실행하기에 복잡하지만, 규칙 LDPC 코드들과 비교할때 불규칙 LDPC 코드들이 보다 우수

한 수정/검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되었다.

10 길이 및 1/2 속도의 (3,6) 규칙 LDPC 코드를 결정하는 예시적인 2부 그래프(200)는 도 2에 도시된다. 10 길이는 10개

의 변수 노드들(V1-V10)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각각의 코드워드(X1-X10)의 하나의 비트로 식별되고, 변수 노드들(V1-

V10)의 세트는 참조 번호(202)에 의해 도 2에서 일반적으로 식별된다. 1/2 속도는 변수 노드들로서 많은 검사 노드들의 반

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즉 참조 번호(206)에 의해 식별되는 5개의 검사 노드들(C1-C10)이 있다는 것이다. 1/2 속도는

하기된 바와같이 5개의 제한들이 선형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도 2가 길이 10의 코드와 연관된 그래프를 도시하지만, 길이 1000의 코드워드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은 100 배 복

잡하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현 비용에 비추어, 터보 양자화에 의해 취해진 실제적인 도전들은 소프트-인-소프트-아웃(soft-in-soft-out; SISO) 복

조기의 복잡성, 및 송신기 및 수신기에서의 데이터 인터리빙이다. 개선된 인터리빙 기술들 및/또는 실행을 위한 필요성이

남아있다. 본 발명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터리브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데이터 인터리빙 기술들은 저

밀도 페리티 검사(LDPC) 코드들에 의해 인코드된 데이터 비트들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장치들이 사용되는 인코더, 인터리버, 변조기, 채널, 복조기, 디인터리버, 및 디코더를 포함하

는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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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길이 10의 예시적인 규칙적 LDPC 코드의 2부 그래프 표현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큰 LDPC 코드에 기초하여 사용된 작은 LDPC 코드의 그래프 표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작은 LDPC 그래프의 3개의 카피들을 형성하는 효과를 그래프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인 4x8 LDPC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대수학 인터리빙의 결과를 도시하며, 특히, 전송 유닛의

부분에 코드화된 데이터 비트들의 직접적인 맵핑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대수학 인터리빙을 실행하는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인터리버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예시적인 인터리버를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도 5에 도시된 예시적인 코드 구조를 사용하여 LDPC 디코더 및 전송 유닛들로부터 소프트 값들 사이의 대응을 도

시하는 도면으로서, 소프트 값들은 3 비트를 포함하는 도면.

도 8은 도 1에 도시된 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반복 복조 및 디코딩에 인터

리빙 및 디인터리빙을 제공하기 위한 예시적인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실시예

본 발명은 블록 코히어런트 채널을 통하여 데이터 통신을 위한 방법들 및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간략화를 위하여, 우리는

드웰 같은 하나의 코히어런트 간격으로 전송된 심볼들을 참조한다. 드웰의 길이는 L이다. 드웰의 심볼들은 M 정보 심볼들

및 (L-M) 공지된 심볼들을 포함하는 정보 전송 유닛으로서 역할한다. 각각의 정보 심볼은 코드워드 내의 P 비트(들)로부

터 맵핑된 심볼이다.

본 발명은 없거나 비교적 작은 메모리의 사용과 함께 송신기에서 인코더 및 변조기 사이의 크드화된 비트들을 대수학적으

로 인터리빙하는 방법들 및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없거나 비교적 작은 메모리를 가진 수신기에서 디코더 및 복

조기 사이의 소프트 메시지들을 대수학적으로 인터리빙하기 위한 방법들 및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변조 배열로서 QPSK를 가정한다. 이런 가정으로, 하나의 전송 심볼은 2개의 코드화된

비트들 쌍비트를 사용한다. 본 발명에 기술된 기술들은 쉽게 일반화되고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는 상기 실행들을 사용하여

보다 높은 차수 변조 방법들, 예를들어 MPSK 또는 QAM에 응용할 수 있다.

대수학적 인터리빙의 본 발명은 풀 LDPC 그래프가 대부분 Z 배 작은 그래프의 다중 카피들(Z)로 형성되는 임의의 계층 구

조를 가진 LDPC 코드들에 의해 인코드된 데이터 비트들에 관한 것이다.

Z 그래프 카피들은 동일할 수 있다. 정밀하게, 우리는 투영된 그래프로서 보다 작은 그래프를 참조할 것이다. 우리는 벡터

에지들로서 Z 병렬 에지들, 및 벡터 노드들로서 Z 병렬 노드들을 참조한다. 이전 애플리케이션인, 여기에 참조되고 2001

년 10월 10일 출원되고,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LDPC Code Encoding and Decoding"

인 미국특허출원 S.N.09/975,331에서, 상기 구조가 디코더 실행을 제공하는 장점은 기술되었다. 핵심 사항은 모든 동작들

이 모든 카피들에 걸쳐 병렬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Z 카피들은 분리되지 않지만, 투영된 그래프보다 Z배 큰 하나의

큰 그래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결합된다. 이것은 제어된 방식으로 투영된 그래프의 Z 카피들을 상호접속함으로써 달성된

다. 특히, 우리는 벡터 에지내의 Z 에지들이 변수 노드측으로부터 제한 노드 측으로 진행할때 투영된 그래프의 카피들 사

이에서 치환, 또는 상호교환을 겪도록 한다. Z 병렬 투영 그래프들에 대응하는 벡터화된 인코딩 처리에서, 우리는 투영된

변수 노드에 대응하는 벡터내의 Z 비트들이 치환되게 한다.

코딩 및 변조 사이의 인터리빙의 목적은 LDPC 그래프내의 짧은 거리의 코드화된 비트들에 대응하는 소프트 메시지들(값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완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리빙이 터보 등가화에 도움을 주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똑같

이 목표될수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드웰내의 코드화된 비트들은 다른 디그리들의 노드들의 수렴 속도가 디코딩 처리

에서 매우 가변적인 것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디그리들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위상들에서 성공적으

로 디코드될때, 높은 디그리들과 연관된 비트들은 드웰내의 미지의 위상에서 보다 신뢰적인 평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

은 일반적으로 드웰내의 이웃하는 심볼들상에서 생성된 소프트 메시지들을 개선하고, 차례로 디코더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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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의 노드 디그리들의 혼합을 가진 드웰의 이런 바람직한 특성은 데이터 비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벡

터 LDPC 코드들에 의해 인코드될때 쉽게 실행될 수 있다. 만약 이들 인코드된 비트들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Z, x n의 매트

릭스로서 구성되면, 동일한 열의 비트들(물리적으로 동일한 어드레스)은 투영된 그래프에서 동일한 노드에 대응하고 따라

서 동일한 디그리를 가진다.

2003년 7월 11일 출원된 발명의 명칭이 "METHODS AND APPARATUS FOR ENCODING LDPC CODES"인 미국특허

출원 S.N.________에 기술된 바와같은 벡터화된 인코딩 처리는 연관된 변수 노드들의 디그리들이 증가하는 순서이도록 이

들 열들을 배열할 수 있다. 상기 오더링은 넓은 범위 디그리들의 변수 노드들과 연관된 코드화된 비트들을 가진 드웰들을

형성하는 대수학 알고리듬 방법을 용이하게 한다. 예시적인 방법은 매트릭스를 L-1 인접 서브 매트릭스들로 균일하게 분

할하는 것이다. 열들이 증가하는 디그리로 배열되는 특성은 서브 매트릭스들이 유사한 디그리들의 변수 노드들을 포함하

고; 제 1 서브 매트릭스가 가장 낮은 디그리를 가지며, 최종 서브 매트릭스가 가장 높은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다른 서브

매트릭스들로부터 2개의 비트들을 취함으로써 형성된 드웰은 목표된 특성을 가진다.

본 발명에 따라 실행되는 코드화된 비트들의 인터리빙은 하기된 바와같이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인터리버 장치는 코드화된 비트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및 인터리빙 회로를 포함한다. 인터리빙 회로는

메모리로부터 비트들의 판독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어 정보의 하나의 세트를 형성한다. 제어 정보의 생성된 세트의

각각은 전송 유닛 식별자, Z 벡터 식별자 및 행 식별자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제어 회로는 심볼 ID 생성 모듈,

비트들 ID 생성 모듈 및 제어 정보 생성기 모듈을 포함한다. 심볼 ID 생성 모듈은 0 내지 M-1 범위의 수(s)를 생성하는 반

복 카운터로서 실행될 수 있다. 반복 카운터는 시스템 클럭(clk)의 함수로서 주기적으로 증가되고, 예를들어 s는 클럭 사이

클당 한번 증가되고; 수(s)는 드웰내의 심볼 인덱스를 결정하다. 비트들 ID 생성 모듈은 반복 카운터로서 실행될 수 있고,

예를들어 반복 카운터는 0 내지 z-1 범위의 수(b)를 생성한다. 수(b)는 심볼 인덱스 신호(s)가 0에 도달하는 각각의 시간

에 주기적으로 증가되고; 수(b)는 열, 예를들어 메모리에 저장된 어레이에서 어레이의 열의 행에서 선택된 비트들 인덱스

를 결정한다. 열 ID 생성 모듈(603)은 0 내지 a-1 범위의 수(c)를 생성하고 다른 카운터로서 실행될 수 있다. 수(c)는 비트

들 인덱스(b)가 0에 도달하는 각각의 시간에 증가되고; 수(c)는 열 인덱스이다. 비트들 인덱스(b), 심볼 인덱스(s), 및 열

인덱스(c)를 취하여, 제어 정보 생성기 모듈은 코드화된 비트들 메모리의 위치가 액세스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송 유닛 식별자, Z 벡터 식별자 및 행 식별자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의 하나의 세트를 형성한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예

에서, Z 벡터 식별자는 c+a x s이고, 행 식별자는 2xb이다. 전송 유닛은 값(b+cxZ)를 가진 전송 유닛 식별자에 의해 식별

되고, 여기서 b 및 c는 상기에서 정의되고 Z는 각각의 벡터에서 요소들의 수이고 여기서 x는 곱셈 동작을 가리킨다.

수신기측에서, 데이터 비트들 및 전송 유닛들 사이의 직접적인 맵핑은 복조를 위하여 적합된다. 디코더로부터 2진 코드 워

드 구조로서 동일한 정렬을 소프트 출력들이 가지는 것은 보장된다. 그러나, 소프트 값들은 코드화된 비트에 대응하는 K

비트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k 비트들은 메모리의 D 어레이들중 다른 하나내에 저장될 수 있고 D는 양의 정수이다. 대부분

의 경우들에서, k는 D의 정수의 배수이다. 하나의 예시적인 메모리는 각각의 비트에 대하여 3개의 비트 소프트 값들을 가

지며, 각각은 동일한 코드 비트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다. 이들 3개의 비트들은 하나의 메모리 위치내에 있거나; 3개의 비트

들은 3개의 다른 메모리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인해, 송신기에 사용되는 동일한 형태의 인터리빙 장치는 복조

를 위하여 전송 유닛에 대응하는 소프트 값들을 액세스하기 위하여 수신기에 사용될 수 있다.

수신된 값들이 코드 워드와 동일한 정렬에 일치하는 것을 가정하면, 동일한 인터리빙 구조는 복조를 위하여 수신된 값들을

액세스하는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장치들의 다수의 부가적인 실시예들, 피쳐들 및 장점들은 다음 상세한 설명에서 논의된다.

도 1은 본 발명을 실행하는 범용 통신 시스템(10)을 도시한다. 시스템(10)은 통신 채널(110)에 의해 수신기(120)에 결합

된 송신기(100)를 포함한다. 송신기(100)는 데이터 인코딩 회로, 예를들어 인코더(101), 인터리버(102) 및 변조기(103)를

포함한다. 수신기는 복조기(121), 디인터리버(122), 인터리버(123) 및 데이터 디코더(124)를 포함한다. 디코더(101)는 리

던던시를 가진 구조화된 2진 데이터 스트림(X1)에 입력 2진 데이터 스트림(A)을 맵핑한다. 인터리버(102)는 X1을 다른 데

이터 스트림(X2)에 인터리브한다. 변조기(103)는 2진 스트림(X2)을 실제 전송을 위한 물리적 신호들, 예를들어 QPSK 신

호들로 변환한다. 통신 채널(110)은 예를들어 공중 링크일 수 있다. 변조된 신호들은 채널(110)을 통하여 수신기(120)로

전송된다. 수신기측에서, 복조기(121)는 노이즈 왜곡 수신(Y)으로부터 정보(X2')를 추출한다. 디인터리버(122)는 코드 구

조의 본래 정렬에 대응하는 소프트 메시지들(X2' 내지 X1')을 재정렬한다. 디코더(123)는 복조에 의해 형성된 코드화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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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스트림(X1')에서 제공된 리던던시의 사용을 통하여 본래 2진 데이터 스트림(A)을 복구하고자 한다. 디코더(123)로부

터 복조부(121)로 데이터 경로는 피드백 루프를 나타낸다. 피드백 메시지들은 변조시 정렬로 코드에서의 정렬을 변환하기

위하여 인터리버(124)에 의해 인터리브되어야 한다.

도 3은 그래프(300) 형태로 간단한 불규칙 LDPC 코드를 도시한다. 코드는 5개의 변수 노드들(V1 내지 V5)(302)에 의해

지시된 바와같은 길이 5이다. 4개의 검사 노드들(C1 내지 C4)(306)은 총 12 에지들(304)에 의해 변수 노드들(302)에 결합

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작은 그래프의 3개의 병렬 카피들을 형성한 결과를 도시한다. 변수 노드들(402', 402'' 및 402''')은

제 1 내지 제 3 그래프들에 대응하여, 도 3 그래프의 3개의 카피들을 형성한다. 게다가, 검사 노드들(406', 406''및 406''')

은 제 1 내지 제 3 그래프들에 대응하고, 3개의 카피들을 형성한다. 3개의 그래프들중 다른 하나의 노드들에 대한 3개의

그래프들중 하나의 에지 접속 노드들이 없다는 것이 주의된다. 따라서, 3의 인자만큼 기본 그래프를 "리프트(lift)"하는 카

핑 처리는 3개의 해체된 동일한 그래프들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3개의 카피들은 벡터 에지들을 치환함으로써 상호접

속된다).

우리는 본 발명에 따라 실행된 코드화된 비트들의 대수학적 인터리빙을 계속 기술한다.

코드화된 비트들은 Zxn으로서 구성된 메모리에 저장된다. 또는 등가적으로, 우리는 n Z 벡터들로서 2진 코드워드를 나타

내고, 각각의 벡터는 Z 비트들을 포함한다. 벡터 LDPC 코드들에 사용된 Z는 전송된 심볼과 연관된 비트들의 수인 P의 배

수이다. P=2인 가정된 QPSK 변조에 대하여, 우리는 Z=2z를 가진다. 우리는 전송 유닛의 정보 전송 심볼들의 수, 즉 n=aM

인, M의 배수이도록 열들의 수를 선택한다. 본 발명의 인터리빙 방법은 각각의 전송 유닛에서 각각의 심볼과 연관된 P 비

트들의 위치를 결정한다. 명확하게, 메모리 위치는 Z 벡터 식별자 및 Z 벡터내의 오프셋 값에 대응한다.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이 코드화된 데이터를 정렬한다 : j 번째 드웰(여기서 j는 1 내지 zxa 형태임)은 오프셋 값 2*(j 모드 Z/P)를 가진 ixn/

M+[j/(Z/P)]에 의해 식별된 Z 비트 벡터에 2 비트를 포함할 것이고, 여기서 i는 0 내지 M-1이다. 상기 경우, 데이터 비트

들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된 어드레스는 이런 목적을 위하여 메모리의 사용없이 대수적으로 쉽게 생성될 수 있다.

도 5는 코히어런트 간격동안 예시적인 인터리빙 구조를 도시하고, 여기서 L=5, M=4 및 P=2이다. 어레이(500)는 Z=4 및

n=8을 가진 벡터 LDPC에 의해 인코드되었던 코드화된 비트들을 나타낸다. 어레이는 메모리의 위치들의 대응하는 구조화

된 어레이에 저장될 수 있다. 코드화된 비트들(500)은 4 x 8 구조로 저장되고, 여기서 어레이(500)의 각각의 요소는 하나

의 비트를 나타내고; 위치(i,j)에서 비트는 c(i,j)에 의해 표시된다. 각각의 드웰(501, 502, 503 및 504)은 어레이(500)의

비트들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된 4개의 정보 심볼들을 포함할 것이다. 제안된 기술은 코드화된 비트들 c(1,1), c(2,1),

c(1,3), c(2,3), c(1,5), c(2,5), c(1,7), c(2,7)을 포함하는 제 1 드웰(801)을 형성한다. 도시를 위하여, 사용된 예시적인 변

조는 의사 파일롯 변조이므로, 쌍비트(00)는 드웰내의 5개의 심볼들중 하나를 제공하는 각각의 드웰(중간)에 삽입된다. 그

러므로, 전송된 드웰은 501에 도시된 바와같이 S(c(1,1)c(2,1)), S(c(1,3)c(2,3)), S(00), S(c(1,5)c(2,5)),

S(c(1,7)c(2,7))이다. 유사하게, 제 2 드웰(502)은 S(c(3,1)c(4,1)), S(c(3,3)c(4,3)), S(00), S(c(3,5)c(4,5)),

S(c(3,7)c(4,7)) 등등을 포함한다.

제안된 인터리빙 기술에 대한 본 발명의 장치, 예를들어 인터리버(102)는 도 6에 도시된다. 인터리버(102)는 도 6에 도시

된 바와같이 코드화된 비트들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610) 및 함께 결합된 인터리빙 회로(600)를 포함한다. 인터리빙 회

로(600)는 메모리(610)로부터 쌍비트들의 판독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어 정보의 하나의 세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제어 정보의 각각의 세트는 전송 유닛 식별자, Z 벡터 식별자 및 행 식별자를 포함한다. 회로(600)는 4개의 구성요소들 :

심볼 ID 생성 모듈(601), 비트들 ID 생성 모듈(602), 열 ID 생성 모듈(603) 및 제어 정보 생성기 모듈(604)을 포함한다. 모

듈(601)은 0 내지 M-1 범위의 수(s)를 생성하는 반복 카운터이다. 카운터(601)는 시스템 클럭(clk)의 함수로서 주기적으

로 증가되고, 예를들어 s는 클럭 사이클당 한번 증가되고; 수(s)는 드웰내의 심볼 인덱스를 결정한다. 모듈(602)은 0 내지

z-1 범위의 수(b)를 생성하는 반복 카운터이다. 수(b)는 심볼 인덱스 신호(s)가 0에 도달하는 각각의 시간에 주기적으로

증가되고; 수(b)는 열, 예를들어 메모리(605)에 저장될 수 있는 어레이(600)의 열의 행에서 선택된 비트들 인덱스를 결정

한다. 모듈(603)은 다른 카운터이다. 모듈(603)은 0 내지 a-1 범위의 수(c)를 생성한다. 수(c)는 비트들 인덱스(b)가 0에

도달하는 각각의 시간에서 증가되고; 수(c)는 열 인덱스이다. 비트들 인덱스(b), 심볼 인덱스(s), 및 열 인덱스(c)를 취하

여, 제어 정보 생성기 모듈(604)은 전송 유닛 식별자, Z 벡터 식별자, 및 코드화된 비트들 메모리(605)의 위치가 액세스되

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행 식별자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의 하나의 세트를 형성한다. Z 벡터 식별자는 c+axs이

고, 행 식별자는 2xb이다. 전송 유닛은 값 b+cxZ를 가진 전송 유닛 식별자에 의해 식별되고, 여기서 b 및 c는 상기된 바와

같고 Z는 각각의 Z 벡터에서 요소들의 수이고 여기서 x는 곱셈 동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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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측에서, 데이터 비트들 및 전송 유닛들 사이의 직접적인 맵핑은 복조를 위하여 적응된다. 우리는 디코더로부터의 소

프트 출력들이 어레이(600)에 도시된 바와같이 2진 코드 워드 구조와 동일한 정렬을 가지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소프

트 값들은 코드화된 비트에 대응하는 K 비트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비트들은 D 어레이들중 다른 하나에 저장될 수 있고 D

는 양의 정수이다.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k는 D의 정수배이다. 예시적인 메모리(700)는 동일한 코드 비트 식별자에 의해

각각 식별된 각각의 비트에 대해 3개의 비트 소프트 값들을 가진다. 3개의 비트들은 하나의 메모리 위치에 있거나; 3개의

비트들은 700에 도시된 바와같이 3개의 다른 메모리 위치(701, 702, 703)에 있다. 이런 구조로 인해, 동일한 인터리빙 회

로(600)가 복조를 위한 전송 유닛에 대한 소프트 값들을 액세스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수신된 값들이 코드 워드와 동일한 배열에 일치하는 것을 가정하면, 동일한 인터리빙 구조는 복조를 위하여 수신된 값들을

액세스하는 처리에 적용될 수 있다.

터보 등가화시, 우리는 벡터 디코더(모듈 800)로부터의 소프트 출력들 및 채널 수신기(모듈 808)로부터의 소프트 입력들

이 어레이(600)에 도시된 바와같이 코드화된 비트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상기된 구조에서 엔트리들

은 그들이 소프트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비트들 대신 K 비트 정수들일 것이다. 인터리빙 회로(802)는 도 6에 도시된 회로

(600)와 동일할 수 있다. 인터리빙 회로(802)는 드웰들의 정렬시 채널로부터 소프트 입력들 및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 출

력들 모두를 액세스하기 위하여 올바른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지연 라인(810)에 의해 도입된 지연에 영향을 받는 동일하

게 생성된 어드레스들은 복조후 디코더(모듈 806)에 소프트 입력들의 기록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록 어드레스들을

제공한다.

많은 상기된 방법들 및 방법 단계들은 머신, 예를들어 부가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범용 컴퓨터를 제어하

고, 하나 이상의 통신 네트워크 노드들에서 상기된 방법들의 모두 또는 일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메모리 디바이스, 예를

들어, RAM, 플로피 디스크 등 같은 머신 판독 가능 매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같은 머신 실행 가능 명령들을 사용하여 실

행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중에서, 본 발명은 머신, 예를들어 처리기 및 관련된 하드웨어가 상기된 방법들의 하나 이

상의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머신 실행 가능 명령들을 포함하는 머신 판독 가능 매체에 관한 것이다.

상기된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장치들상 다양한 부가적인 변화들은 본 발명의 상기 설명 측면에서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

다. 상기 변화들은 본 발명의 범위내로 고려된다. 본 발명의 방법들 및 장치들에는 액세스 노드들 및 이동 노드들 사이에

무선 통신 링크들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CDMA, 직교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OFDM), 및/또는 다양한 다른 형

태의 통신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액세스 노드들은 OFDM 및/또는 CDMA를 사용하여 이동 노드들

과 통신 링크들을 형성하는 기지국들로서 실행된다.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이동 노드들은 노트북 컴퓨터들, 개인용 데이터

어시스탄트들(PDA), 또는 본 발명을 실행하기 위한 수신기/송신기 회로들 및 논리 및/또는 루틴들을 포함하는 다른 휴대

용 디바이스들로서 실행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Z 벡터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Z 벡터는 Z 요소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요소는 K 비트들을

포함하고, 여기서 Z는 1 보다 큰 양의 정수이고, K는 0 보다 큰 양의 정수이며,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은 2진 코드워드에 대

응하고, 상기 2진 코드워드의 일부들은 복수의 전송 유닛들에 대한 직접 매핑 관계를 갖고,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은 D 메모

리 어레이들의 세트에 저장되며, 상기 D는 0 보다 큰 정수이고, 각각의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메모리 위치들의 Z 행들을 포

함하고, 상기 행의 각각의 메모리 위치는 상이한 어레이 열에 대응하며, 각각의 상기 어레이 열은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의

상이한 하나에 대응하며, 각각의 상기 Z 벡터는 상기 D 메모리 어레이들의 각각 내의 하나의 열을 식별하는, 상기 방법은,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로서, 제어 정보의 각각의 세트는:

i) 전송 유닛 식별자,

ii) Z 벡터 식별자,

iii) 행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생성 단계; 및

공개특허 10-2005-0119196

- 7 -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집합에 대해:

제어 정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포함된 상기 Z 벡터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상기 Z 벡터에 의해 식별된 각각

의 열로부터 P 곱하기 K 나누기 D 비트들을 판독하는 단계로서, 상기 P는 0 보다 큰 양의 정수인, 상기 판독 단계를 포함하

는,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방법은 상기 전송 유닛들의 전송 전에 전송 디바이스에 의해 수행되는, 상기 처리 방법으로서,

D는 1이고, K는 1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대하여,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상기 P 비트들로부터, 상기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포함된 상기 전송 유닛 식별자

에 의해 식별된 상기 전송 유닛의 일부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은 n의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을 포함하고, n은 1 보다 큰 양의 정수이며,

상기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M에 의해 나뉘어진 n 만큼 Z 벡터 식별자 값을 증가시키는 단계로서, M은 상기 2진 코드워드의 일부에 대한 직접 맵핑 관

계를 갖는 상기 전송 유닛의 일부들의 수인, 상기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2진 코드워드의 상기 일부는 M 곱

하기 P 비트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전송 유닛의 각각의 일부는 심볼이고, 상기 전송 유닛은 드웰(dwell)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을 M배 증가시키는 단계;

상기 Z 벡터 값을 M 배 증가시킨 후,

i) 상기 증가의 시작시 존재하는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으로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을 리셋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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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 식별자 값을 P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행 식별자 값을 Z 나누기 P 배 증가시킨 후, 여기서 Z 나누기 P 배는 정수이고,

상기 행 식별자 값을 0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을 미리 선택된 양의 정수 값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선택된 양의 정수 값은 1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2진 코드워드는 저밀도 페리티 검사 코드워드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 방법은 수신된 전송 유닛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K는 0보다 큰 정수이고 상기 2진 코드워드의 하나의 비트에 대응하는 소프트 값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복수의 비트들

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D는 K 또는 1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대하여,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상기 P 비트들을 복조기에 공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3.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대하여,

메모리로부터 판독된 상기 P 비트들로부터, 제어 정보의 상기 각각의 생성된 세트에 포함된 상기 전송 유닛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상기 전송 유닛의 일부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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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은 n의 상기 Z 벡터들을 포함하고, 상기 n은 1 보다 큰 양의 정수이고,

상기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M에 의해 나뉘어진 n 만큼 Z 벡터 식별자 값을 증가시키는 단계로서, M은 상기 2진 코드워드의 일부에 대한 맵핑 관계를

갖는 상기 전송 유닛 부분들의 수인, 상기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2진 코드워드의 상기 일부는 M 곱하기 P

비트들을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을 M 배 증가시키는 P 만큼 행 식별자 값을 증가시키는 단계; 및

상기 Z 벡터 값을 M 배 증가시킨 후,

i) 상기 증가의 시작시 존재하는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으로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을 리셋하는 단계; 및

ii) 행 식별자 값을 P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행 식별자 값을 Z 나누기 P 배 증가시킨 후, 여기서 Z 나누기 P 배는 정수이고,

상기 행 식별자 값을 0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Z 벡터 식별자 값을 미리 선택된 양의 정수 값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선택된 양의 값은 1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2진 코드워드는 저밀도 페리티 검사 코드워드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방법.

청구항 19.

복수의 Z 벡터들을 처리하는 장치로서, 각각의 상기 Z 벡터는 Z 요소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요소는 K 비트들을 포함

하고, Z는 1 보다 큰 양의 정수이고, K는 0 보다 큰 양의 정수이며,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은 2진 코드워드에 대응하고, 상

기 2진 코드워드의 일부들은 복수의 전송 유닛들에 대한 직접 매핑 관계를 갖는, 상기 Z 벡터들 처리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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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D 메모리 어레이들의 세트를 포함하는 메모리로서, D는 0 보다 큰 정수이고, 각각

의 상기 메모리 어레이는 메모리 위치들의 Z 행들을 포함하고, 상기 행의 각각의 메모리 위치는 상이한 어레이 열에 대응

하고, 각각의 상기 어레이 열은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의 상이한 하나에 대응하며, 각각의 상기 Z 벡터는 상기 D 메모리 어

레이들의 각각 내의 하나의 열을 식별하는, 상기 메모리; 및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기 위한 메모리 액세스 제어 모듈로서, 제어 정보의 각각의 세트는,

i) 전송 유닛 식별자,

ii) Z 벡터 식별자,

iii) 행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메모리 액세스 제어 모듈; 및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포함된 상기 Z 벡터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상기 Z 벡터에 의해 식별된 각각의 열

로부터 P 곱하기 K 나누기 D 비트들을 상기 메모리로부터 판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P는 0 보다 큰 양의 정수인, 상기 판

독 수단을 포함하는, Z 벡터들 처리 장치.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D는 1이고,

K는 1인,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액세스 제어 모듈들은,

상기 Z 벡터 식별자를 생성하기 위한 제 1 카운터; 및

상기 행 식별자를 생성하기 위한 제 2 카운터를 포함하는, 복수의 Z 벡터들 처리 장치.

청구항 22.

복수의 Z 벡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머신 실행 가능한 명령들을 포함하는 머신 판독 가능

한 매체로서, 각각의 상기 Z 벡터는 Z 요소들을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요소는 K 비트들을 포함하고, Z는 1 보다 큰 양의

정수이고, K는 0 보다 큰 양의 정수이며, 상기 복수의 Z 벡터들은 2진 코드워드에 대응하고, 상기 2진 코드워드의 일부들

은 복수의 전송 유닛들에 대한 직접 매핑 관계를 갖는, 상기 머신 판독 가능한 매체에 있어서,

상기 머신 실행 가능한 명령들은,

i) 전송 유닛 식별자,

ii) Z 벡터 식별자,

iii) 열 식별자를 각각 포함하는 제어 정보의 일련의 세트들을 생성하고,

제어 정보의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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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정보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생성된 세트에 포함된 상기 Z 벡터 식별자에 의해 식별된 상기 Z 벡터에 의해 식별된 각각

의 열로부터 P 곱하기 K 나누기 D 비트들을 판독하도록 상기 컴퓨터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들을 포함하

고, P는 0 보다 큰 양의 정수인, 머신 판독 가능한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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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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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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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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