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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터보 치환기 및 이를 이용한 터보 복호기에 관한 것으로, 터보 복호기의 치환기를 하드웨어로 구현함에 있

어서, 지수승 연산 및 곱셈 연산을 반복적인 덧셈 연산으로 바꾸고, 순방향/역방향 상태 메트릭 계산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의 치환 주소값을 미리 계산하도록 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하는 터보 복호기에 적합한 터보 치환기 및

이를 이용한 터보 복호기를 제시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터보 부호기, 터보 복호기, IMT-2000, 터보 부호, 인터리버, 원시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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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보 치환기의 구성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터보 치환기의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구성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기저시퀀스 계산기의 구성도.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구성도.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구성도.

도 6은 슬라이딩 윈도우에 따른 순방향/역방향 계산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도 1에 도시된 터보 치환기를 적용한 터보 복호기의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디인터리빙 주소 발생기

101 : 인터리빙 행주소 생성기

102 : 인터리빙 열주소 생성기

103 : 주소 매퍼

104, 106, 501 : 멀티플렉서

105 : T-단 버퍼

107 : 치환기 램

200 : 증가용 행/열 카운터

201 : 증감용 행/열 카운터

202 : T-단 파이프라인

203, 204 : 열치환 시드 계산기

205 :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206 :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207 : 행주소 발생기

208 : 기저시퀀스 계산기 및 출력 다중화기

300 : 논리곱회로부

301, 303, 400, 500, 502 : 모듈라 연산부

302 : 누적부

503 : 덧셈/뺄셈기

601 : 입력 버퍼

602 : MAP 복호기

603 : 치환기

604 : 출력 버퍼

605 : 제어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터보 치환기 및 이를 이용한 터보 복호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터보 복호기의 치환기를 하드웨어로 구현함

에 있어서, 필요한 지수승 연산을 간소화하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 터보 복호기에 적합하도록 순방향 및 역

방향 상태 메트릭 계산에 따른 치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터보 치환기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인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 2000) 시스템에서는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오류정정부호로 터보 부호(Turbo coding)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터보 부호는 많은 통신 

시스템의 오류 정정 부호로 널리 사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터보 부호기는 2개 이상의 구성 부호기와 터보 인터리버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구성 부호기는 정보비트의 원래 입력 

순서에 따라 부호화 과정을 수행하며, 두 번째 구성 부호기는 터보 인터리버에 의해 순서가 재배열된 정보비트의 순

서에 따 라 부호화 과정을 수행한다. 터보 인터리버는 정보비트의 입력 순서를 재배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터보 코드의 복호기는 기본적으로 MAP(Maximum a posteriori) 복호기와 인터리버, 디인터리버의 결합으로 구성된

다. MAP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재귀적 구조의 연산이 가능하고, 반복 복호 횟수의 증가에 따라 BER(Bit Error 

Rate)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BER의 관점에서 볼때 샤논 한계(Shannon limit)에 가장 근접하는 성능을 보인다. 각각

의 MAP 복호기는 정보 비트(Systematic data)와 잉여 비트(Parity bit), 부가 비트(Extrinsic bit)를 입력으로 받아들

여서 각 비트에 대한 LLR(Log likelihood ratio)를 발생시킨다. 이 LLR을 구성하고 있는 부가정보는 다음 복호기 단

의 사전 정보(Priori information)가 되어 복호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터보 코드의 복호기는 소프트-인풋/소프트-아웃(Soft-input/Soft-output) 복호기로 구성되며, 그 출력

값을 반복 복호시에 사용하게 된다. 첫 번째 복호기는 수신된 정보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사용하여 소프트-디시젼(So

ft-decision) 정보를 생성하며, 이 값은 인터리버를 통해 순서를 재배열한 뒤 두 번째 복호기의 2차 복호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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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복호기는 인터리버에 의해 재배열된 수신 정보 비트와 패리티 비트, 그리고 첫 번째 복호기에서 생성된 값을 

사용하여 역시 소프트-디시젼 정보를 생성하며, 이 값은 반복 복호시에 첫 번째 복호기의 입력값으로 피드백 된다. 이

와 같이 반복 복호를 수행하므로 BER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터보 코드에서 부호화한 비트들의 상관성(Correlation)이 증가할수록 복호화 동작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에러들에 대한 상관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에러들 사이의 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터리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터리버 크기에 따라 상관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 줄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이며 복잡성이나 지연의

문제도 수반하게 된다.

인터리버는 일반적인 채널 환경에서 연집 에러를 랜덤 에러로 전환하여 주는 역할을 하며, 터보 코드에서는 상관 관

계가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는 정보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 비트의 입력순서를 재배열하여 에러 패턴

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터보 부호기의 첫 번째 구성 부호기에서 낮은 무게(Low-weight)를 출력하는 입력열

의 특정한 패턴이 인터리버를 통해서도 그대로 출력되면, 두 번째 구성 부호기에서도 낮은 무게의 패리티 열이 출력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낮은 무게의 부호어가 생성되어 터보 부호의 성능이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터보 코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 인터리빙 방식이 아닌 랜덤 인터리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터리버 방식의 문제점은 각각의 전송율에 따라 모든 인터리빙 어드레스를 저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터보 코드의 충분한 성능을 얻고, 효율적인 구현을 위해 여러 형태의 터보 인터리버들이 연구되었

는데, 블록(Block) 인터리버, 헤리컬(Helical) 인터리버, 오드-이븐(Odd-Even) 인터리버, PN 인터리버, 랜덤 인터리

버, S-랜덤 인터리버, 비균일(Nonuniform) 인터리버 및 GF(Galois Field) 인터리버 등이 있다.

블록 인터리버는 인터리빙의 종류 중 가장 구성하기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M 1 ×M 2 와 같이 행 렬

의 형태로 구성되며, 정보를 쓰는 순서는 각각의 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써나가며 인터리빙된 데이터로 전

환하기 위해서 행렬의 데이터를 첫 번째 열로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들이게 된다. 이러한, 블록 인

터리버는 간단하기는 하지만 부호화된 정보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형태가 행렬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에러를 랜덤

한 형태로 변환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PN 인터리버는 구성이 복잡한 반면, 성능 면에서는 우수한 방식으로서, 인터리빙하는 방법은 m-시퀀스를 발생시키

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m-시퀀스는 출력 비트가 있는 반면에 이 방법은 출력 비트 대신에 그 순간의 천이 레지스터들

의 상태를 출력상태로 보고, 그 상태에 해당하는 정보비트를 그 위치에 옮겨놓음으로써 인터리빙을 구현할 수 있다.

랜덤 인터리버는 터보 부호의 성능 특성과 터보 부호를 위한 인터리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인터리버이

다. 하지만 실시간 형태의 랜덤 인터리버는 구현 불가능하며, 단지 랜덤 수열 발생기에 의해 발생하는 수열의 저장을 

통해 랜덤 인터리버를 구성하게 된다. 인터리빙과 디인터리빙이 동일한 개체에 의해 수행되어지도록 일단 인터리빙을

위한 배열이 얻어지면 ROM에 저장을 해서 룩업(Lookup)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랜덤 인터리버를 구현한다.

GF(Galois Field) 인터리버는 미국의 HNS (Hughes Network Systems)에서 제 안한 인터리버이다. GF 인터리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GF에서의 덧셈 및 로그(Log) 연산이 필요하다. 각 로그 연산은 일종의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여 처

리하게 된다.

또한, 3GPP에서 제안된 규격에서는 터보 코드의 인터리버로 터보 내부 인터리버(Turbo internal interleaver)를 제

안하고 있는데, 이 인터리버는 소수(Prime)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임 인터리버(Prime interleaver)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터보 인터리버는 사각 행렬에 비트를 쓰고, 열간 치환(Intra-row permutation), 행간 치환(Inter-row perm

utation)을 수행하고, 필요 없는 심벌을 제거하면서 읽어내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인터리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듈라 지수승(Modular exponentiation) 연산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많은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3GPP에서 제안한 터보 내부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터보 코드의 내부 인터리버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드웨어의 크기를 줄이고, 필요한 지수승 연산을 간소화

하면서 더 나아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는 터보 복호기에 적합하도록 순방향 및 역방향 상태 메트릭 계산에

따른 치환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터보 치환기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소정의 비트 수에 따라 디인터리빙 주소값을 생성하는 디인터리빙 주소발생기; 상기 비트 수 및 행/열 수에

따라 인터리빙 행/열 주소값을 출력하기 위한 인터리빙 행/열 주소 생성기; 상기 행/열 주소값을 인터리버 메모리의 

주소로 매핑하기 위한 주소 매퍼; 상기 디인터리빙 주소값과 상기 주소 매퍼의 출력값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

플렉서; 및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값을 자신의 주소값으로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출력값을 출력하는 치

환기 메모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입력 버퍼; 상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지 메트릭 및 상태 메트

릭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LLR을 계산하는 MAP 복호기; 상기 MAP 복호기에서 출력된 외부 정보 값을 다음의 

반복 복호에 사용하기 위하여 램에 저장하였다가 정 순서 및 인터리빙 순서로 읽어내기 위해 상기 제 1 항과 같이 구

성되는 치환기; 상기 MAP 복호기에서 출력된 복호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출력 버퍼; 및 상기 입력 버퍼, 상기 MAP 복

호기, 상기 치환기 및 상기 치환기 출력 버퍼에 각각에 적절한 타이밍 제어신호를 제공하는 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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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 채택한 터보 코드의 내부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채택한 터보 코드의 

내부 인터리빙 과정은 사각행렬에 비트를 사용하는 단계와, 열간 치환 및 행간 치환을 수행하는 단계와, 필요없는 심

벌을 제거하면서 읽어내는 단계로 구성된다. 터보 코드 내부 인터리버에 입력되는 비트 수의 범위는 '40≤K≤5114이

다.

우선, 내부 인터리버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다음의 심벌을 정의하면 하기의 표 1과 같다.

[표 1]

K 인터리버에 입력되는 비트 수

R 사각행렬의 행 수

C 사각행렬의 열 수

p 소수

v 원시근

<s(j)>{j=0,1,...,R-1} 열간 치환에서 사용하는 기본 시퀀스

qj 최소의 정수 소수

rj 치환된 정수 소수

<T(i)>{i=0,1,...,R-1} 행간 치환 패턴

<Ui(j)>{j=0,1...,C-1} i번째 행의 열간 치환 패턴

i 행렬의 행 첨자

j 행렬의 열 첨자

k 비트 번호

먼저, 사각행렬에 비트를 사용하는 단계로, 터보 인터리버에 입력된 비트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각행렬이 

만들어진다.

(1) 행수 R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R=5, 40≤K≤159.

10, 160≤K≤200 또는 481≤K≤530.

20, 그외.

(2) 열수 C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비트 수가 481≤K≤530 사이이면, p=53, C=53.

나)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소수 p를 구한다.

(i) 다음을 만족하는 최소의 소수 p를 하기의 표 2에서 구한다.

0≤(p+1)-K/R=p≥K/R-1.

(ii) 다음의 조건에 따라 C를 구한다.

C=p-1, 조건, K≤R×(p-1).

p, 조건, R×(p-1)< K≤R×p.

p+1, 조건, R×p< K.

(3) 인터리버의 입력 시퀀스를 R×C 행렬에 행을 기준(Row by row)으로 쓴다. 이 경우, 열 번호는 좌측에서부터 시

작하게 된다.

다음의 과정은 열간 치환 및 행간 치환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는 다음처럼 수행된다.

(1) 소수 p에 대응하는 원시근 v를 하기의 표 2에서 구한다.

[표 2]

p v p v p v p v p v

7 3 47 5 101 1 157 5 223 3

11 2 53 2 103 5 163 2 227 2

13 2 59 2 107 2 167 5 229 6

17 3 61 2 109 6 173 2 223 3

19 2 67 2 113 3 179 2 239 7

23 5 71 7 127 3 181 2 24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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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73 5 131 2 191 19 251 6

31 3 79 3 137 3 193 5 257 3

37 2 83 2 139 2 197 2

41 6 89 3 149 2 199 3

43 3 97 5 151 6 211 2

(2)열의 순서를 바꾸기 위한 기본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s(j)=(v×s(j-1)) mod p, j=1,2,...,(p-2), s(0)=1.

(3) 다음을 만족하는 최소 소수 집합 {qj}(j=1,2,...R-1)을 구한다.

g.c.d{qj, p-1}=1, qj>6, q0=1, qj>q(j-1).

(4) 최소 소수 집합{qj}의 순서를 바꾸어 새로운 집합{rj}로 변환한다.

rT(j)=qj, j=0,1,...R-1, 여기서, T(j)는 행 간 치환 패턴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패턴이 사용되며, 입력 비트 수에 따라

하기의 표 3과 같이 사용된다.

P1:{19,9,14,4,0,2,5,7,12,18,10,8,13,17,3,1,16,6,15,11} For R=20

P2:{19,9,14,4,0,2,5,7,12,18,16,13,17,15,3,1,6,11,8,10} For R=20

P3:{9,8,7,6,5,4,3,2,1,0} For R=10

P4:{4,3,2,1} For R=5

[표 3]

블록길이 K(bit) P(j)

40 ~ 159 P4

160 ~ 200 P3

201 ~ 480 P1

481 ~ 530 P3

531 ~ 2280 P1

2281 ~ 2480 P2

2481 ~ 3160 P1

3161 ~ 3210 P2

3211 ~ 5144 P1

(5) j번째 행(j=0,1,2,...,R-1)의 열 순서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a)(C=p)인 경우,

Uj(i)=s([i×rj] mod(p-1)), i=0,1,2,...,(p-2) 이고 Uj(p-1)=0.

여기서, Uj는 j 번째 행의 열 순서를 바꾼 출력의 i번째 출력의 입력 위치이다.

(b)(C=p+1)인 경우,

Uj(i)=s([i×rj] mod(p-1)), i=0,1,2,...,(p-2) 이고 Uj(p)=p.

이 경우에는 열 수가 소수 p보다 1이 더 많기 때문에 p-1번 열은 0으로, p번 열은 p로 정한다.

(K=C×R)인 경우에는 UR-1(p)(=p)와 UR-1(0)(=s(0))를 바꾼다. 여기서, Uj(i)는 j번째 행의 열 순서를 바꾼 출력의 i

번째 비트이다. 비트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의 첫 번째 열과 마지막 열을 바꾼다.

(c)(C=p-1)인 경우,

Uj(i)=s([i×rj] mod(p-1))-1, i=0,1,2,...,(p-2),

이 경우에는 열 수가 소수 p보다 1이 작기 때문에 계산 결과에서 1을 빼고, i의 범위를 0 내지 (p-2)까지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단계는, R×C 행렬에서 열을 기준(Column by column)으로 데이터를 읽어낸다. 입력

된 코드 블록 시퀀스의 길이가 K 비트라 할 때, R×C=K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리버가 입력 시퀀스에 존재하지 

않는 l(=R×C-K)비트를 임의로 삽입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리버의 출력 중 이 'l'비트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

터리빙 어드레스를 생성할 때 전체 비트 수보다 큰 범위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Address skipping) 방법으로 구

현 가능하다.

도 1은 상기에서 설명한 인터리빙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터보 치환기의 전체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길이를 갖는 윈도우(슬라이 딩 윈도우) 단위로 복호를 수행하는 터보 

복호기에 적합하도록 구현됨에 따라 터보 복호기가 정순서로 동작할 때는 디인터리빙 주소 생성기(100)가 동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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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리빙 순서로 동작할 때는 인터리빙 행주소 생성기(101) 및 인터리빙 열주소 생성기(102)가 동작한다.

한편, 인터리빙 행주소 생성기(101) 및 인터리빙 열주소 생성기(102)에서 생성된 인터리빙 주소값은 논리적인 주소

를 실제 램의 주소로 바꾸어 주는 주소 매퍼(103)를 통해 멀티 플렉서(104)로 전송된다. 멀티 플렉서(104)는 주소 매

퍼(103)로부터 전송되는 인터리빙 주소값과 디인터리빙 주소 발생기(100)로부터 전송되는 디인터리빙 주소값 중 어

느 하나를 선택한 후 램의 주소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멀티플렉서(104)에 의해 선택된 주소값은 터보 복호기의 복호 지연 시간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T-

단 버퍼(105)에 임시 저장된 후 멀티플렉서(106)로 전송된다. 멀티플렉서(106)는 전단의 멀티플렉서(104)로부터 출

력되는 주소값과 T-단 버퍼(105)에 저장된 주소값 중 어느 하나의 주소값을 선택하여 치환기 램(107)으로 전송한다.

치환기 램(107)은 멀티플레서(106)로부터 전송되는 주소값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소값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타이밍

제어는 제어기를 통하여 제어되는데, 전체 비트 수 및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등을 카운트하면서 적절한 

타이밍 제어신호를 생성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터보 치환기의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열주소 생성기의 구성도이

다.

도 2를 참조하면, 증가용 행/열 카운터(200) 및 증감용 행/열 카운터(201)는 각각 행 수와 열 수를 입력받아 증가 및 

증감 모듈에 대한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그 결과를 각 모듈로 전송하게 된다. 열 치환 시드(Seed) 계산

기(203 및 204)는 증가용 행/열 카운터(200) 및 증감용 행/열 카운터(201)로부터 전송된 행 번호에 따라 상기의 수식

에 따른 {rj mod(p-1)}를 계산하여 시드값을 생성하게 되며, 이렇게 생성된 시드값 들은 각각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

덱스 계산기(205) 및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6)로 전송된다.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5) 및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6)는 기저시퀀스 인덱스인 {rj mod(p-1)}을 계산한다. 여기서, T-단 파이프라

인(202)은 증가용 행/열 카운터(200) 및 증감용 행/열 카운터(201)로부터 전송되는 주소값을 소정의 단 만큼 지연시

켜 각각의 모듈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터보 치환기의 열주소 생성기에서는 곱셈기 대신 덧셈기를 사용하여 직렬 덧셈(Serial addition)으로 곱셈을 대

신 하였으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5)에서 각 행에 대한 부분 결과를 레지스터에 저장하였다가, 증감

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6)로 전달함으로써 역 방향 및 순 방향 상태 메트릭을 구하는데 필요한 주소 값을 생

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생성된 주소값은 기저 시퀀스 계산기 및 출력 다중화기(208)로 전송된다. 기저시퀀스 계산기 및 출력 다중

화기(208)는 미리 계산되어 램에 저장된 기저시퀀스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은 R×C 행렬의 열 번호

가 되며, 행 주소 발생기(207)에 의해 생성된 행 번호와 함께 도 1에 도시된 주소 매퍼(103)로 전달되어 최종 인터리

빙 주소값을 생성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기저시퀀스 계산기(208)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기저시퀀스 계

산기의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상기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따라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이 기저시퀀스 값을 

생성한다.

수학식 1

즉,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상기 수학식 1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기저 시퀀스 램에 저장하였다가, 도 2에 도시된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5) 및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6)에서 전송된 인덱스 값에 따라 지정된 위

치의 값을 출력한다.

상기 수학식 1을 살펴보면, 원시근과 이전의 기저시퀀스 값을 곱하고 모듈라 연산을 취하여 새로운 기저시퀀스 값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경우 곱셈기를 사용하여 수식 자체를 구현하는 방법과, 식을 변형하여 모

듈라 지수승(Modular exponentiation)을 하는 방법 및 덧셈기를 사용하여 곱셈기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곱셈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시근과 이전의 기저시퀀스 값을 곱하는데, 5×9 곱셈기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모듈라

연산기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의 모듈라 연산기는 소수의 몇 배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회로와 계산 결과에서 선택

된 소수의 배수를 빼는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데,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반면 필요한 논리회로의 양이 많아진

다.

또한, 기저시퀀스 값을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재귀적으로 돌아가는 함수로, s(j)=v j modp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

은 원시근을 j에 따라 계속 곱하는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덧셈기를 사용하여 곱셈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기저시퀀스 계산기의 동작특성을 설명하면, 먼저 원시근이 주어지면 1 비트씩 스캐닝(Scanning)하고, 그 결

과를 누적부(302)를 통해 누적시켜 나가는데, 이전의 계산 결과에 대해 현재 스캐닝한 원시근의 비트가 '1'이면, 논리

곱회로부(300)를 통해 다음 블록에 이전 결과 값을 그대로 전달하고, '0'이면 '0'을 전달한다. 이 값을 모듈라 연산부(

301)를 통해 모듈라 연산을 한 후 누적한다. 주어진 원시근의 모든 비트를 스캔한 후 누적된 결과를 다시 모듈라 연산

부(303)을 통해 모듈라 연산을 하여 최종 결과를 출력한다. 이 구조는 곱셈 후의 모듈라 연산을 하는 과정을 분리하여

, 곱셈을 덧셈과 연이은 모듈라 연산으로 분리 구현하고 마지막의 모듈라 연산을 취하여 최종 결과를 얻도록 한 것이

다. 여기서, 누적부(302)는 덧셈기와 플립플롭(F/F)으로 구성된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를 설명위해 도시한 증가용 기

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구성도로서, 순방향 메트릭 계산시에 다음 슬라이딩 윈도우의 주소값을 미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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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도 2에 도시된 열 치환 시드 계산기(203 및 204)에서 계산된 rj는 (p-1)에 대한 모듈라 연산부(400

)를 통해 모듈라 연산을 하게 되고, 그 결 과를 다시 다음의 rj와 더하게 되면, 결국 열번호 i 가 증가하면서 rj와 곱해

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터보 치환기에서는 열을 기준으로 읽어내기 때문에 행 번호가 먼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열 번호가 변하면

서 rj와 더해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행에 대한 중간 결과를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되면, rj가 

자주 변하기는 하지만 최대 행수만큼 변하게 되므로, 각 rj에 대하여 중간 값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하나씩 두어 그 r

j의 다음 계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조를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고려해 보면, 역방향 상태 메트릭을 먼저 구하기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만

큼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순방향 상태 메트릭을 구하기 위해 다시 증가하는 순서로 동작이 진행되므로, 단순 증

가만 하는 블록과 증감하는 블록 모두 동일한 수의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두 모듈의 레지스터들 사이

에는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즉, 순방향 상태 메트릭을 구하다가 역방향으로 전환할 때 증가블

록에서 증감 블록으로 중간 결과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도 5는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의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를 설명위해 도시한 증감용 기

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구성도로서, 역방향 및 순방향 메트릭 계산시 치환 주소값을 계산한다.

도 5를 참조하면, 모듈라 연산부(500)는 입력되는 rj를 미리 (p-1)에 대해 모듈라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서, 'A'로부터 순방향 메트릭 계산시에 계산된 다음 슬라이딩 윈도우의 기

저시퀀 스 인덱스의 중간결과 들을 받게 되며, 이는 현재의 계산 결과 들과 멀티플렉서(501)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된

다.

도 4에 도시된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와 다른 점은 증가용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순방향으로만 계산을 하

게 됨에 따라 값이 단순 증가만 하기 때문에 연산기가 덧셈기만 필요한 반면, 도 5에 도시된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

스 계산기는 순방향 및 역방향으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덧셈/뺄셈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덧셈/뺄셈 연산은 모두 모듈라 연산이어야 하는데, rj를 미리 모듈라 연산을 하지 않는다면 모듈라 덧셈/뺄셈 

연산이 그 만큼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rj를 미리 모듈라 연산을 취함으로써 모듈라 덧셈/뺄셈 연산의 복잡도를 줄

일 수 있게 된다.

역방향 메트릭 계산시 기저시퀀스의 인덱스 계산기 모듈은 도 2에 도시된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5)에

서 전달되는 부분 결과를 로드(A)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부분 결과를 저장할 레지스터 모듈과 모듈라 연산을 수

행하는 덧셈/뺄셈기(503) 등으로 구성된다.

이 모듈은 먼저 역방향 상태 메트릭을 계산하는 경우, 도 2에 도시된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205)로부터 

부분 결과를 로드하고, 레지스터로부터 지정된 행 번호의 값을 읽어내어 그대로 출력한 후 이 값에 의해 계산된 새로

운 결과를 다시 그 자리에 저장한다. 역방향 상태 메트릭 계산이 끝나 순방향 상태 메트릭을 계산할 경우에는 증가용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레지스터에서 읽어낸 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그 값을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함과 

동시에 출력한다.

도 6은 슬라이딩 윈도우에 따른 순방향/역방향 계산 순서도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로서, 전체 동작 구간에서

순방향 및 역방향 상태 메트릭을 계산하는 경우 각 슬라이딩 윈도우에 따른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및 증

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동작흐름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터보 치환기의 동작은 최초에 슬라이딩 윈도우 1번(Sliding Window #1)

에 대해 역방향 메트릭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감용 기저 시퀀스 인덱스 계산기가 먼저 동작한다(①번).

이어서, 슬라이딩 윈도우 1번(Sliding Window #1)에 대해 순방향 메트릭을 계산하는 경우, 역방향으로 동작하였던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가 순방향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동안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다음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중간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②번).

순방향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나게 되면, 순방향 계산의 결과를 슬라이딩 윈도우 2번(Sliding Window #2)에 대한 역방

향 상태 메트릭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에 돌려주게 되고,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이를 이용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2번(Sliding Window #2)에 대한 역방향 상태 메트릭 계산을 위한 치환기 

주소 계산을 수행한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한 후, L-1 번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L-1

)에 도달하게 되면,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가 L-1번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L-1)에 대한 순방

향 상태 메트릭 계산을 위한 치환기 주소계산을 하는 동안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는 마지막 L번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L)에 대한 부분계산을 수행하여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가 L번 슬라이딩 윈도우(

Sliding Window #L)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때 부분 결과를 돌려 줄 수 있게 한다.

도 7은 도 1에 도시된 본 발명의 터보 치환기를 적용한 터보 복호기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터보 치환기가 적용한 터보 복호기는 외부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입력 버퍼(601)와, 가지 메트

릭(Branch metric) 및 상태 메트릭(State metric)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LLR을 계산하는 MAP 복호기(602)와, 

MAP 복호기에서 출력된 외부 정보 값을 다음의 반복 복호에 사용하기 위하여 램에 저장하였다가 정 순서 및 인터리

빙 순서로 읽어내는 치환기(603)와, 복호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출력 버퍼(604) 및 각 모듈에 적절한 타이밍 제어신호

를 제공하는 제어기(605)로 구성된다.

즉, 터보 복호기는 일반적인 복호기에 본 발명의 터보 치환기, 즉 치환기(603)를 적용한 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치환

기를 제외한 다른 구성 요소들은 일반적인 동작 특성을 보이며, 단지, 본 발명의 치환기의 동작은 상기에서 설명한 동

작 특성과 동일함에 따라 여기서는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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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터보 복호기의 치환기를 하드웨어로 구현함에 있어서, 지수승 연산 및 곱셈 연산을 반복

적인 덧셈 연산으로 바꾸고, 순방향/역방 향 상태 메트릭 계산 순서에 따라 다음 단계의 치환 주소값을 미리 계산하도

록 하여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하는 터보 복호기에 적합한 터보 치환기를 구현함으로써 필요한 지수승 연산을 

간소화하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 터보 복호기에 적합하도록 순방향 및 역방향 상태 메트릭 계산에 따른 치

환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구조를 사용하면 IMT-2000시스템에서 오류정정 부호로 사용되고 있는 터보 부호의 복호기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ASIC 구현 시 한층 면적이 축소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성능도 향상된 결과를 얻어 통신기

술의 세계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비트 수에 따라 디인터리빙 주소값을 생성하는 디인터리빙 주소발생기;

상기 비트 수 및 행/열 수에 따라 인터리빙 행/열 주소값을 출력하기 위한 인터리빙 행/열 주소 생성기;

상기 행/열 주소값을 인터리버 메모리의 주소로 매핑하기 위한 주소 매퍼;

상기 디인터리빙 주소값과 상기 주소 매퍼의 출력값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플렉서; 및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값을 자신의 주소값으로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출력값을 출력하는 치환기 메모

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리빙 행/열주소 생성기는 상기 행/열 수를 입력받아 증가 모듈에 대한 행/열 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증가용 

행/열 카운터;

상기 행/열 수를 입력받아 증감 모듈에 대한 행/열 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증감용 행/열 카운터;

상기 증가용 행/열 카운터의 출력값에 따라 시드값을 생성하기 위한 증가용 열치환 시드 계산기;

상기 증감용 행/열 카운터의 출력값에 따라 시드값을 생성하기 위한 증감용 열치환 시드 계산기;

상기 증가용 열치환 시드 계산기의 출력값에 따라 기저시퀀스의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한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상기 증감용 열치환 시드 계산기의 출력값에 따라 상기 기저시퀀스의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한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

덱스 계산기; 및

상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및 상기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인덱스 값에 따라 메모리에 미리

저장된 기저시퀀스 값을 상기 주파수 매퍼로 출력하기 위한 기저시퀀스 계산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출력 다중화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하기의 수학식 2를 이용하여 생성된 상기 기저시 퀀스 값을 미리 저장한 후, 상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및 상기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인덱스 값에 따라 지정된 위치의 값을 출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수학식 2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시퀀스 계산기는 원시근과 상기 기저시퀀스 값을 논리 조합하기 위한 논리부;

상기 논리부의 출력값을 입력받아 모듈라 연산을 하기 위한 제 1 모듈라 연산부;

상기 논리부와 상기 제 1 모듈라 연산부의 출력값을 감산하기 위한 제 1 감산부;

상기 제 1 감산부의 출력값을 누적하기 위한 누적부;

상기 누적부의 출력값을 입력받아 모듈라 연산을 하기 위한 제 2 모듈라 연산부;

상기 제 2 모듈라 연산부와 상기 누적부의 출력값을 감산하여 상기 기저시퀀스 값을 출력하기 위한 제 2 감산부; 및

상기 기저시퀀스 값을 래치하기 위한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누적부는 상기 제 1 감산부의 출력값과 상기 누적부의 출력값을 가산하기 위한 가산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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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산부의 출력값을 래치하기 위한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 및 상기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다음의 수학식 3과 같이 상기 기

저시퀀스 인덱스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수학식 3

청구항 8.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순방향 메트릭 계산시 상기 치환 메모리부의 주소값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상기 증가용 열 치환 시드 계산기의 출력값과 상기 증가용 기저시퀀스 인덱

스 계산기의 인덱스 값을 가산하기 위한 가산부;

상기 가산부의 출력값을 모듈라 연산하기 위한 모듈라 연산부;

상기 가산부의 출력값과 상기 모듈라 연산부의 출력값을 감산하기 위한 감산부; 및

상기 감산부의 출력값을 래치하기 위한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역방향 및 순방향 메트릭 계산시 상기 치환 메모리부의 주소값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는 상기 증감형 열 치환 시드 계산기 의 출력값을 모듈라 연산하기 위한 제 1 

모듈라 연산부;

상기 증감형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의 인덱스 값과 순방향 메트릭 계산시에 계산된 슬라이딩 윈도우의 기저시퀀

스 인덱스의 중간값을 선택하기 위한 멀티플렉서;

상기 제 1 모듈라 연산부의 출력값과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값을 가산 또는 감산하기 위한 가/감산부;

상기 가/감산부의 출력값을 모듈라 연산하기 위한 제 2 모듈라 연산부;

상기 가/감산부의 출력값과 상기 제 2 모듈라 연산부의 출력값을 감산하기 위한 감산부; 및

상기 감산부의 출력신호를 래치하기 위한 플립플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12.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용 행/열 카운터 및 상기 증감용 행/열 카운터의 출력값을 소정 클럭 시간동안 지연시켜 상기 증가용 기저시

퀀스 인덱스 계산기 및 상기 증감용 기저시퀀스 인덱스 계산기로 출력하기 위한 T-단 파이프 라인을 더 포함하여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치환기 메모리의 출력값은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입력 데이터의 소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

기.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값을 소정 클럭 시간동안 지연시키기 위한 T-단 버퍼부; 및

상기 T-단 버퍼부의 출력값과 상기 멀티플렉서의 출력값 중 어느 하나의 값을 선택하여 상기 치환기 메모리로 출력

하기 위한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치환기.

청구항 15.
외부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입력 버퍼;

상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지 메트릭 및 상태 메트릭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LLR을 계산하는 MAP 복호기;

상기 MAP 복호기에서 출력된 외부 정보 값을 다음의 반복 복호에 사용하기 위하여 램에 저장하였다가 정 순서 및 인

터리빙 순서로 읽어내기 위해 상기 제 1 항과 같이 구성되는 치환기;

상기 MAP 복호기에서 출력된 복호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출력 버퍼; 및

상기 입력 버퍼, 상기 MAP 복호기, 상기 치환기 및 상기 치환기 출력 버퍼에 각각에 적절한 타이밍 제어신호를 제공

하는 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 복호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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