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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HDTV(High  Definition  TV)  방식  등의  디지털  전송  규격을  수신하는  시스템에서 비터비
(Viterbi)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랜드 얼라이언스(Grand Alliance:) 8VSB(Vesigital Side band)용 격
자복호기(Trellis Decoder)의 역추적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은 제어부에서 매 4심볼 데이터 입력
마다 1회만 생존자 경로 저장값을 읽을수 있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를 발생하고, 동시에 상기 읽어
들인 생존자 경로값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2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며, 역추적부에서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된 생존자 경로 정보를 읽어들이고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 정보중 복호화된 하위 비
트의 생존자 경로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을 역추적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 지연부는 역추적부에서 출력되는 복호 데이터를 소정 비트씩 순
차 지연시켜 1회 역추적시마다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길쌈부호기의 블록 구성도,

도2는 도1의 길쌈부호기에 따른 격자도,

도3은 일반적인 비터비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터비 복호기의 블록 구성도,

도4는 램(RAM)을 사용한 일예의 역추적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5는 종래 격자 부호 인터리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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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은 종래 격자 부호 디인터리버의 구성도,

도7은 종래 격자 복호기의 심볼 클록과 데이터 타이밍도,

도8은 본 발명에 의한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블록 구성도,

도9는 도8의 역추적부 상세 구성도,

도10은 본 발명에서 심볼데이터와 활성신호간의 타이밍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60:제어부                        70:역추적부

71:기억장치                      72:다중화부

72a,72b:제1 및 제2 다중화기      73:역추적기

73a:3비트 레지스터               80:데이터 지연부

81 - 84 : 제1 내지 제4 지연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HDTV(High Definition TV) 방식 등의 디지털 전송 규격을 수신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
히 비터비(Viterbi)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랜드얼라이언스(Grand  Alliance:이하,  'GA'라고 약침함) 
8VSB(Vesigital Sideband;잔류측대역)용 격자복호기(Trellis Decoder)의 역추적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잡음, 페이딩 현상 등의 채널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오류정정(error 
control and correction)기술을 이용한다. 

이러한 오류정정 기술에는 전송측에서의 채널 부호화 기술과 수신측에서의 채널 복호화 기술이 있으며, 
상기  부호화 기술에는 주로 길쌈부호기(Convolution  Encoder),  복호화 기술에는 비터비 복호기(Viteri 
Decoder)를 사용한다. 

상기 부호화 기술중 길쌈부호기는 첨부된 도면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2비트의 쉬프트 레지스터(11)와 
모듈로(modulo)-2 덧셈을 실행하는 2개의 덧셈기(12,12')로 구성되어, 쉬프트 레지스터(11)의 내용인 상
태(State)와 입력(13)에 의해 출력 G1,  G2가 결정되며, 시간에 따른 출력상태는 도2의 격자도(Trellis 
Diagram)와 같다. 

상기 도2의 격자도에서의 각 점은 쉬프트 레지스터(11)가  가질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실선의 가지
(Branch)는 입력이 '0'일 때의 천이(Transition)를, 점선의 가지는 입력이 '1'일 때의 천이를 나타내고, 
각 가지에 표시된 숫자는 그 가지의 천이가 일어났을 때 출력되는 G1, G2의 값을 나타낸다. 이때, 각 상
태에  2개의  경로(Path)가  합쳐지게  됨에  따라,  수신측의  비터비  복호기에서는  최우복호법(Maximum 
Likelihood Decoding)이란 비터비 복호 알고리즘에 의해 상기 2개의 경로중 가능성이 있는 경로만 선택하
고 가능성이 없는 경로는 버리게 된다. 상기 선택되어진 경로는 생존자 경로(Survivor Path)라 하여 각 
상태에서 정해진 결정깊이( Decision Depth 또는 Truncation Depth)만큼의 생존자 경로(예를들면, 도2의 
굵은 실선은 시간 단위 10에서의 상태1(01)의 생존자 경로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비터비 알고리즘에 의한 복호는 각 상태가 유지하고 있는 생존자 경로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생
존자 경로를 선택하여 역추적(Traceback)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상기 비터비 알고리즘에 근거한 격자복호기는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된 입력부호(21)와 격자도의 
각 가지의 참고값(Reference Value)의 유사성(Branch Metric)을 계산하는 가지 매트릭(Branch Mertic)연
산장치(22)와, 각 상태에서의 생존자 경로를 선택하고 생존자 경로의 상태값(State Metric)을 연산하는 
ACS(Add-Compare-Select) 연산장치(23)와, ACS연산 결과로부터 최대 유사값을 감산하는 정규화 연산장치
(24)와, 상태값을 저장하는 상태값 저장장치(State Metric Memory)(25)와, 각 상태의 생존자 경로중 가장 
가능성 있는 생존자 경로를 검출하는 최대 유사값 검출장치(Maximum Likelihood Value Detection)(26)와, 
각 상태의 생존자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로 저장장치(Path Memory)(27) 및 상기 최대 유사값 검
출장치(26)에서 각각 출력되는 값으로 역추적을 실행하는 역추적장치(Trace back unit)(28)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역추적장치(28)는 도4에 도시된 바와같이, 결정깊이 만큼의 생존자 경로를 저장하는 기억장
치인 경로 저장장치(31), 다중화기(32) 및 레지스터(33)로 구성되며, 상기 레지스터(33)의 크기는 K(구속

장)-1과 일치하고 경로 저장장치(31)의 크기는 M(=2
K-1
)*L(결정깊이)이며, 다중화기(32)는 M : 1 다중화기

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에 의한 역추적은 기저장된 각 시간 단위에서의 생
존자 경로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하게 된다. 

즉, 시간 단위 j에서의 상태 mj=ajbj의 생존자 정보가 smj일 때, 생존자 경로상에 존재하는 전상태인 시간 

단위 j-1에서의 상태 mj-1=aj-1bj-1는  mj-1=bjsmj된다. 이때, 길쌈 부호화기의 구조로부터  bj=a j-1,   smj=b j-1 

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복호는 매 시간 단위에서 최소값을 갖는 상태를 검출하여, 이 최소 상태값을 갖는 
상태로부터 경로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생존자 경로 정보를 이용하여 전상태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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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과정을 결정깊이(Decision Depth;이하, 'L'이라 약칭함)만큼 반복하여 실행하게 된다.

첨부한 도면 도5는 상기 ATSC 8VSB 모드에서 사용하는 격자 부호 인터리버(Trellis Code Interleaver)의 
구조이며, 하기한 ＜표1＞은 격자 부호 인터리버의 출력을 보여준다.

＜표1＞

 segment      Block 0      Block 1   ...    Block 68

    0

    1

    2 

 D0 D1 D2 ...D11

 D4 D5 D6 ... D3

 D8 D9 D10 ... D7

 D0 D1 D2 ... D11

 D4 D5 D6 ... D3

 D8 D9 D10 ... D7

  ...

  ...

  ... 

 D0 D1 D2 ... D11

 D4 D5 D6 ... D3

 D8 D9 D10 ... D7

도5의 격자 부호 인터리버는, 인터리버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단(41)과, 격자 부호화된 데이터 및 전치 
코딩된 데이터를 알맞게 배열하여 출력하기 위한 출력단(43)과, 상기 입력단(41)과 출력단(43) 사이에 구
비되며 동일한 구조를 갖는 12개의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로 이루어진 격자 부호기(42)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12개의 격자 부호기 및 전치 코더는 각각 제1 내지 제12 격자 부호기 및 전치 코더를 위에서부
터 아래 순서대로 42a - 42l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격자 부호 인터리버는, 길쌈 인터리버(Convolution  Interleaver)로부터 출력되는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는 12개의 길쌈 부호화기 각각에 의해 바이트 단위로 처리된다. 각 바이트 단위 데
이터는 하나의 부호화기를 통하여 4심볼의 부호화된 데이터를 생성한다. 길쌈 부호화기에 입력되는 심볼 
데이터는 최상위비트(MSB)로부터 2비트씩 입력된다. 각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는 하나의 길쌈 부호화기를 
통하여 부호화되므로 12개의 길쌈부호화기를 통하여 부호화되기 위해서는 12배수의 바이트 단위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나의 세그먼트는 828 심볼, 즉 207 바이트의 데이터로 구성되는데, 이는 12의 배수가 아니므로 바이트 
데이터를 심볼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4세그먼트(828 = 12*69바이트) 단위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필
드내에서의 첫 번째 바이트 데이터의 첫 번째 심볼(7,6)은 제1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a)를 통하
여 부호화되며, 두 번째 바이트의 첫 번째 심볼(7,6)은 제2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b)를 통해 부
호화되고, 12번째 바이트의 첫 번째 심볼(7,6)은 제12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l)를 통해 부호화된
다. 세그먼트내 첫 번째 바이트의 두 번째 심볼(5,4)은 제1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a)를 통하여 
부호화되고 두 번째 바이트의 두 번째 심볼(5,4)은 제1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b)로 입력되는 방
식으로 각 바이트 데이터는 심볼 단위로 부호화된다. 

세그먼트 동기 신호 구간에서 동기 신호 구간에 해당되는 4개의 부호화기는 심볼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아 
부호화된 심볼 데이터를 출력하지 않는다. 상기 4개의 심볼 데이터는 12주기동안 지연된 후 각 부호화기
에 입력되어 부호화된다. 그러므로 상기 ＜표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필드의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제1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a)로부터 제12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l)까지의 정상적인 순서
로 부호화된 심볼 데이터가 출력되나, 두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제4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d)로부
터 제12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l)까지의 심볼 데이터가 먼저 출력된 후, 제1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a)로부터 제3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c)까지의 부호화된 심볼 데이터가 출력된다. 세 
번째 세그먼트에서는 제9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i)로부터 제12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
l)까지, 그리고 나서 제1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a)로부터 제8 격자 부호화기 및 전치 코더(42h)
까지의 부호화된 심볼 데이터가 출력된다. 이러한 3 세그먼트 패턴이 필드내에 반복되어 데이터 세그먼트 
동기 신호가 삽입된 후의 데이터 심볼은 12 심볼의 거리가 떨어지게 된다.

도6은 격자 부호 디인터리버로서, 양자화되고 위상 정정된 부호화된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데이터 입력
단(51)과, 격자 복호화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출력단(53)과, 상기 데이터 입력단(51)과 상기 
데이터 출력단(53) 사이에 구비되며 동일한 구조를 갖는 12개의 격자 복호기(52)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12개의 격자 복호기(52)는 각각 제1 내지 제12 격자 복호기를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52a - 
52l이라는 부호로 표기한다

여기서, 각각의 격자 복호기는 도3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그 기능 및 작용도 동일하다.

또한, 각각의 격자 복호기는 심볼 클록으로 동작하며, 결정 깊이(Decision Depth) L 만큼의 심볼 데이터
를 수신한 후 매 4 심볼 클록마다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출력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격자 부호 디인터리버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수신된 필드내의 첫 번째 세그먼트의 심볼 데이터는 제1 격자 복호기(52a)로, 두 번째 심볼 데이터는 제2 
격자 복호기(52b)로, 12번째 심볼 데이터는 제12 격자 복호기(52l)로 입력되는 방식으로 입력되어 복호 
된다.

즉, (1,13,25,...),(2,14,26,...),...,(12,24,36,...)의 12 그룹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세그먼트 동기 신
호 구간에서 입력 순서에 해당하는 4개의 격자 복호기에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격자 복호기의 출
력은 정상적인 복호와 관계없는 부적당한 데이터(invalid data)가 출력된다. 여기서 세그먼트 동기 신호 
구간에 해당하는 4개의 격자 복호기에는 각각 12 클록뒤의 심볼 데이터가 입력되어 복호된다.

따라서 0번 세그먼트의 마지막 심볼 데이터는 제12 격자복호기에 입력되어 복호되나, 1번 세그먼트의 첫 
번째 심볼 데이터는 제1 격자 복호기가 아닌 제5 격자복호기에 입력되어 복호된다. 즉, 1번 세그먼트내에
서 격자복호기 기준으로 복호 순서는 (#4,#5,...,#11,#0,...,#3)이 된다. 이것은 0번 세그먼트의 마지막 
심볼 데이터와 1번 세그먼트의 첫 번째 심볼 데이터 사이에는 4심볼 클록 분량의 세그먼트 동기 신호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2번 세그먼트에서는 격자복호기 기준으로 (#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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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로, 3번 세그먼트에서는 다시 (#0,#1,...,#11)의 순서로 복호를 실행한다.

한편, GA 8VSB 모드의 전송부에서는 12심볼 세그먼트내 인터리빙(12 symbol intra-segment interleavin
g)을 실행하기 때문에 수신측에서는 12개의 동일한 격자복호기를 필요로 한다. 상기 12개의 격자 복호기
는 수신부에 입력되는 심볼열중 매 12심볼마다 한 심볼만이 의미가 있으므로 가지 매트릭 연산장치, ACS
연산장치, 최대 유사값 검출장치 및 정규화 연산장치 등은 상기 12개의 격자 복호기에서 시분할하여 공유
할 수 있다. 

첨부한 도면 도7은 심볼클록(a)과 입력 데이터(b) 및 각 격자복호기에 입력되는 심볼 데이터(c - e)의 타
이밍도이다.

도7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격자복호기는 입력되는 심볼 데이터 사이에 11심볼의 시간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격자복호기는 새로운 심볼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 역추적을 완료할 수 있다. 심볼 
클록 fs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결정 깊이 L=11의 역추적을 실행할 수 있으며, 2fs를 사용하는 경우 결

정 깊이 L=22의 역추적을 실행할 수 있다. ATSC DTV 규격의 SNR=14.9dB에서 3*10
-6
이하의 세그먼트 오류율

(Segment Error Rate)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정 깊이 L=22가 타당하다.

각 격자 복호기는 매 심볼 입력마다 역추적을 실행하여 1심볼(2비트 데이터)을 복호한다. 격자 복호기의 
출력에 연결되는 길쌈 디인터리버(Convolutional Deintereaver)는 바이트 단위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므
로, 각 격자 복호기는 4번의 역추적을 통해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매 심볼 입력 마다 역추적을 실행한다는 것은 4번의 역추적을 
실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도4의 생존자 경로 저장장치를 88번 엑세스 해야 한다. 결국 이것은 천이 빈도
를 증가시켜 CMOS ASIC 회로에서의 전력 소모를 증대시킨다. CMOS ASIC 회로에서의 전력 소모의 증대는 
열을 발생시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패키징을 필요로 하여 ASIC 제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역추적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은 GA 8VSB용 
격자복호기에 있어서, 매 심볼 입력마다 역추적을 실행하지 않고 4심볼 입력마다 역추적을 실행하며, 한 
번의  역추적에서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장치는,

매 4심볼 데이터 입력마다 1회만 생존자 경로 저장값을 읽을수 있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를 발생하
고, 동시에 상기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값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2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발생되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된 생존자 경로 정보를 읽어들이고 
상기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 정보중 복호화된 하위 비트의 생존자 경로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
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을 역추적하는 역추적수단과;

상기 역추적수단에서 출력되는 복호 데이터를 소정 비트씩 순차 지연시켜 1회 역추적시마다 1바이트의 복
호 데이터를 지연시켜 출력하는 데이터 지연수단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첨부한 도면 도8은 본 발명에 의한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블록 구성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 4심볼 데이터 입력마다 1회만 생존자 경로 저장값을 읽을수 있는 제1활성화신
호 및 어드레스를 발생하고, 동시에 상기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값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2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부(60)와; 상기 제어부(60)에서 발생되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된 생존자 
경로 정보를 읽어들이고 상기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 정보중 복호화된 하위 비트의 생존자 경로정보와 자
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을 역추적하는 역추적
부(70)와; 상기 역추적부(70)에서 출력되는 복호 데이터를 소정 비트씩 순차 지연시켜 1회 역추적시마다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지연시켜 출력하는 데이터 지연부(80)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역추적부(70)는,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결정깊이 만큼 생존자 경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
치(71)와, 상기 기억장치(71)로부터 출력되는 16비트의 생존자 경로 정보를 복호화하는 2개의 8:1다중화
기(72a,72b)로 이루어진 다중화부(72)와, 상기 다중화부(72)의 출력중 복호된 하위 비트의 생존자 경로 
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을 역추적하
는 역추적기(73)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기억장치(71)는 16*L의 단일포트 램으로 구성되며, 상기 다중화부(72)는 상기 기억장치(71)로
부터 출력되는 16비트의 생존자 정보중 상위 8비트만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제1다중화기(72a)와, 상기 
기억장치(71)로부터 출력되는 16비트의 생존자 정보중 하위 8비트만을 다중화하는 제2다중화기(72b)로 구
성된다. 

또한, 상기 역추적기(73)는 상기 다중화부(72)내의 제2다중화기(72b)에서 출력되는 복호화된 하위 비트의 
생존자 경로 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
값을 역추적하는 3비트 레지스터(73a)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데이터 지연부(80)는 상기 역추적부(70)에서 역추적을 통해 생성되는 2비트의 복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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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지연시켜, 1번의 역추적시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 내지 제4 지연기(81 - 84)가 순차 
직렬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의한 역추적장치의 역추적 과정은, 상기 제어부(60)에서 모듈로-L 감산 계수
기(modulo-L down counter : 도면에는 도시하지 않았음)를 이용하여 4심볼 입력마다 역추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10의 (b)와 (c)같은 제1 및 제2 활성화 신호(활성신호_1, 활성신호_2)를 생성하여 상기 역
추적부(70) 및 데이터 지연부(80)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도10의 (b)에 도시된 상기 제1 활성화신호(활성신호_1)는 매 4심볼 입력에 1회 활성화되며, 활성
화 기간 동안만 기억장치(71)에 저장된 생존자 경로 값을 읽어 역추적을 실행토록 하는 신호이다.

또한, 도10의 (c)에 도시된 상기 제2 활성화 신호(활성신호_2)는 마찬가지로 매 4심볼 입력에 1회 활성화
되며, 활성화 기간은 역추적의 마지막 4클록 기간 동안이며, 이 활성화 기간 동안에만 2비트의 복호 데이
터가 지연기(81 - 84)에 저장되도록 하는 신호이며, 이로써 매 4심볼 데이터 입력에 1바이트의 복호 데이
터가 출력되며, 그 값을 다음 역추적까지 유지하게 된다.

한편, 상기 제어부(60)는 상기 제1 활성화신호(활성신호_1) 이외에 기억장치(71)의 읽기 주소를 생성하여 
상기 역추적부(70)에 전달해주게 된다.

상기 역추적부(70)는 상기 제1활성화신호(활성신호_1)  및 읽기 어드레스에 의해 기억장치(71)에 저장된 
L-1번지에 저장된 생존자 정보를 출력하게 되며, 이때 역추적기(73)를 이루는 3비트 레지스터(73a)에 저
장된 상태값과 상기 기억장치(71)의 L-1번지에 저장된 생존자 정보를 이용하여 역추적기(73)에서 역추적
을 시작한다.

상기 기억장치(71)에 저장되는 생존자 경로 정보는 각 상태당 2비트로서, 저장된 2비트 정보중 상위 비트
는 부호화시의 상위비트와 관련된 생존자 정보이고, 하위비트는 부호화시의 하위비트와 관련된 생존자 정
보이다. 

상기 기억장치(71)로부터 출력되는 16비트의 생존자 정보는 8비트 단위로 다중화부(72)내 2개의 다중화기
(72a,72b)에 각각 입력되며, 특히 상위 8비트는 각 상태의 생존자 정보중 상위 비트만으로 구성되어 제1
다중화기(72a)로 입력되고, 하위 8비트는 각 상태의 생존자 정보중 하위 비트만으로 구성되어 제2다중화
기(72b)로 입력된다. 

여기서 전송부의 부호기측에서 상기 상위 8비트는 부호화하지 않았으므로 제1다중화기(72a)의 출력은 그
대로 복호 데이터가 되며, 하위 8비트는 부호화되어 전송됨에 따라 역추적 과정을 통하여 복호된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 다중화기(72a)(72b)는 3비트 레지스터(73a)의 출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기 3비
트 레지스터(73a)의 입력은 상기 3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제2다중화기(72b)의 출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상기 제2다중화기(72b)와 3비트 레지스터(73a)는 일종의 상태기(statemachine)로서 매 클럭마다 
상태의 천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태 천이 과정이 바로 역추적 과정이다. 

아울러 최종 상태의 값은 하위 비트의 복호 출력을 결정하게 되며, 상기 3비트 레지스터(73a)가 역추적 
과정을 통하여 최종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상태 값에 의해 출력되는 제1다중화기(72a)의 출력이 상위 
비트의 복호값이 되고 하위비트의 복호값은 상기 최종 상태값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19,20,21,22번째 값이 하위 비트의 복호 출력을 결정한다. 상기 3비트 레지스터(73a)가 역추적 과정
을 통하여 19번째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상태값에 의해 출력되는 제1다중화기(72a)의 출력이 상위 비트
의 복호값이 되고, 하위 비트의 복호값은 상기 19번째 상태값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생성되는 
2비트의 데이터가 1바이트 데이터의 최하위 심볼이 되며, 같은 방법으로 20,21번째 상태에 의해서 다음 
심볼 데이터가 결정되며, 22번째 상태에 의해 최상위 심볼 데이터가 결정되어 1번의 역추적을 통해 1바이
트의 복호 데이터가 결정되어 출력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데이터 지연부(80)내의 제1 내지 제4 지연기(81 - 84)는 상기 역추적부(70)에서 역추적을 통해 
생성되는 2비트의 복호 데이터를 순차 지연시켜, 1번의 역추적시 1바이트(하나의 지연기는 2비트 저장, 
따라서 2비트*4개지연기=8비트)의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매 심볼 입력마다 역추적을 실행하지 않고 4심볼 입력마다 역추적
을 실행하며, 한번의 역추적에서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 역추적 횟수의 감소(천이 빈
도 억제)로 CMOS ASIC 회로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이점으로 인해 기존과 같이 발생된 열을 억제시키기 위해 별도로 부가되는 특별한 패
키징(발열 제거 회로)을 제거할 수 있어 격자복호기의 ASIC 제작시 제작 비용도 저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역추적을 통해 복호 데이터를 획득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에 있어서,

매 4심볼 데이터 입력마다 1회만 생존자 경로 저장값을 읽을수 있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를 발생하
고, 동시에 상기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값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2 활성화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수단과;

상기 제어수단에서 발생되는 제1활성화신호 및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된 생존자 경로 정보를 읽어들이고 
상기 읽어들인 생존자 경로 정보중 복호화된 하위 비트의 생존자 경로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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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을 역추적하는 역추적수단과;

상기 역추적수단에서 출력되는 복호 데이터를 소정 비트씩 순차 지연시켜 1회 역추적시마다 1바이트의 복
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지연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상기  역추적수단내의  생존자  경로  정보를  읽어들이기  위한  주소  생성시  심볼  클록 
10.7MHz보다 2배 빠른 21.5MHz클록을 사용하여 다음 실볼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 결정깊이(L) 11＜L＜23
까지의 역추적이 가능토록 읽기 주소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추적수단은, 4심볼 입력에 1회 역추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추적수단은, 결정깊이 만큼 생존자 경로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와, 상기 기억장치로부터 출력
되는 16비트의 생존자 경로 정보를 복호화하는 소정개의 8:1 다중화기로 이루어진 다중화부와, 상기 다중
화부의 출력중 복호된 하위 비트의 생존자 경로 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
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을 역추적하는 역추적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억장치는, 16*L(결정깊이)의 단일포트 램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
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부는 상기 기억장치로부터 출력되는 16비트의 생존자 정보중 상위 8비트만을 다중화하여 출력
하는 제1다중화기와, 상기 기억장치로부터 출력되는 16비트의 생존자 정보중 하위 8비트만을 다중화하는 
제2다중화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역추적기는 상기 다중화부내의 제2다중화기에서 출력되는 복호화된 하위 비트의 생
존자 경로 정보와 자신의 상태 출력값을 입력으로하여 상태 천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하위 비트의 복호값
을 역추적하는 3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지연수단은 상기 역추적수단에서 역추적을 통해 생성되는 2비트의 복호 데이터를 순차 지연
시켜, 1번의 역추적시 1바이트의 복호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1 내지 제4 지연기가 순차 직렬로 연결되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격자복호기의 역추적장치.

도면

13-6

1019980011314



    도면1

    도면2

13-7

1019980011314



    도면3

    도면4

13-8

1019980011314



    도면5

13-9

1019980011314



    도면6

13-10

1019980011314



    도면7

13-11

1019980011314



    도면8

    도면9

13-12

1019980011314



    도면10

13-13

101998001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