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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적의 DFE 실행에 접근하는 결정 피드백 등화기(DFE) 구조의 하이브리드 타입이 기술된다. 상기 하이브리드 DFE 는 
부호간 간섭 DFE(ISI-DFE) 및 잡음 예측 DFE(NP-DFE) 둘다를 구비한다. 특히 적응 피드 포워드 필터 섹션에 부
호간 간섭(ISI) 예측 필터 및 잡음 예측(NP) 필터가 뒤따른다. 대응하는 전송기 C(z)로 표시된 하이브리드 DFE 구조
의 최적의 계수치를 이용하는 프리코더를 사용한다. 특히 C(z)는 공지된 바와 같이 표시 I(z) 및 N(z)가 ISI-DFE 및 
NP-DFE 각각을 사용한 후 나타나는 계수치를 표현하는 (1+I(z))(1+N(Z))-1 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종래 기술 ISI-DFE 의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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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는 종래 기술 NP-DFE 의 블럭도.

제 3 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한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제 4 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한 하이브리드 DFE 구조의 블럭도.

제 5 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한 제 1 도의 하이브리드 DFE 구조에 이용하는 적응 시퀀스의 예시적 흐름도.

제 6 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한 제 1 도의 피드 포워드 필터(feedforward filter :105)의 블럭도.

제 7 도는 제 3 도의 송신기(transmitter: 10)에 이용하는 프리코더(precoder)의 블럭도.

제 8 도는 예증적 신호 점 무리(signal point constellation)를 도시한 도면.

제 9 도는 본 발명의 원리에 의한 통신 위상 동안 하이브리드 DFE 의 실시예의 블럭도.

제 10 도는 통신 위상 동안 하이브리드 DFE 의 다른 실시예의 블럭도.

제 11 도는 통신 위상 동안 하이브리드 DFE 의 또다른 실시예의 블럭도.

제 12 도는 리트레이닝(retraining)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송신기 15:통신 채널

20:수신기 50:피드 포워드 필터

60:슬라이서 80:선형 등화기

78, 103, 108:샘플러 75, 155:NP 피드백 필터

95, 110, 145:가산기 105:피드 포워드 필터

120:슬라이서 125:ISI 피드백 필터

150:멀티 플라이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예를 들어 모뎀과 같은 데이터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고, 특히,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의 신호 등화(equal
ization of signals)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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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호간 간섭(inter-symbol interference : ISI)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항상 존재한다. ISI 
는 통신 채널의 전송 특성의 결과이고, 즉, " 채널 응답" , 및,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송 시퀀스에서 인접 데이터 부호가 
서로 확산하고 간섭한다. 채널 응답이 불량하면 ISI 는 양 데이터 단점간에 낮은 오차율 통신을 하는 주 장애가 된다. 
사실, 높은 통신 속도, 즉, 전송 채널에서의 보다 높은 주파수 감쇠 때문에 ISI 의 영향인 주파수가 더욱 불량해진다. 따
라서, 시내 루프 환경(local loop enviroment)에서 전송 속도를 보다 높게 올리는 전류 효과는 전송된 데이터 신호 상
의 ISI 효과와 효과적으로 경쟁함에 틀림없다.
    

    
상기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ISI 는 전형적으로 수신기 내의 판단 반송 등화기(decision feedback equalizer:DFE)에 
의해 제거된다. 이론적으로 DFE 의 두가지 수학적인 등가 형태가 있다. 하나는 ISI 예측 DFE(ISI-DFE)이고, 다른 하
나는 잡음 예측 DFE(NP-DFE)이다. 비록 수학적으로 등가라도, 실제로 각 실행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고속 통
신 시스템에서 현저하다. 특히, ISI-DFE 및 NP-DFE 모두의 실행은 통신 채널로부터 도입된 잡음, 즉, 채널 잡음, 및 
오차 전파에 영향을 받는다.
    

    
ISI-DFE 의 경우에서, 피드 포워드 필터부분 및 ISI 예측 피드백 필터 부분이 있고, 두부분 각각 ISI 의 부분을 제거
한다. 불행히도, 피드포워드 필터 부분에 의한 처리후의 채널 잡음은 백색이 아닌 약한 색깔이 나타난다. 즉, 피드포워
드 필터 부분은 전형적 적응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이상적 프리 화이트닝 솔루션(pre-whitening solution)에 반드시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피드포워드 필터 부분에 의해 제공되는 상기 유색 잡음은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 바꿔말하면, I
SI-DFE 성능이 제한되고, 즉, 부-최적(sub-optimal)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수신기는 선택적으로, NP-DFE 를 이용한다. NP-DEF 는 NP 피드백 필터 부분에 이어지
는 선형 등화기를 포함한다. 선형 등화기는 이론적으로 ISI 모두를 제거하고, 반면 NP 피드백 부분은 어느 유색 채널 
잡음이라도 제거한다. 그러나, 선형 등화기의 디자인에서, 잡음 향상(noise enhancement)과 ISI 보상간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있고. 상기 트레이드 오프는 ISI 를 제거하기 위한 선형 등화기에서 " 최소 평균 제곱 오차" (min
imum mean squared error : MMSE) 기준의 용도로 표현된다. 따라서, 선형 등화기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는 항상 현 
ISI 의 잔류형(residual form)을 갖는다. 상기 ISI 의 잔류형은 성능 저하를 일으켜 NP-DFE 라도 최적의 DFE 성능
을 제공하지 못한다. 선택적 " 제로포싱(zero forcing)" 의 기준은 ISI 가 0 이 되도록 선형 등화기에서 이용된다. 그러
나, 상기 제로포싱 접근은 채널 응답에 스펙트럴 널(spectral null)이 없을 때만 실용적이다.
    

    
상기에 기술한 ISI-DFE 또는 NP-DFE 의 이용의 실용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당업자는 DFE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구
조의 하이브리드 형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들어, " Design and Performance of an A
ll-Digital Adaptive 2.048 MBIT/S Data Transmission System Using Noise Prediction" , 그라프 등 ISCAS 1
989 pp. 1808-1812, 의 논문에서, DFE 는 최소 평균 제곱(least mean square : LMS) ISI 예측 필터 및 LMS잡음 
예측 필터의 병렬에 의한 제로 포싱 피드백 필터에만 적응하는 심벌 스페이스드 프리커서(symbol-spaced pre-curs
or)를 포함한다. 상기 경우에, ISI 예측 필터 및 LMS 잡음 예측 필터의 이용은 심벌 스페이스드 프리커서 온리 제로 포
싱 피드백 필터(symbol-spaced pre-cursor only zero forcing feedback filter)의 이용을 보상한다. 불행히도, 심
벌 스페이스드 프리커서 온리 제로 포싱 피드백 필터의 이용은 채널 왜곡 및 잡음의 상태에서 최적의 DFE 성능을 제공
하지 못한다. 나아가, 그라프 등의 논문은 정상 상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세개의 모든 필터에 LMS 알고리즘의 이용
을 가르쳐준다. 결과적으로, 비록, 상기 하이브리드형 구조가 상기 특정의 통신 환경에 유용해도, 고속 통신 시스템의 
채널 잡음의 존재하에서 최적의 DFE 성능에 도달하는 문제의 완전한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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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ISI-DFE 또는 NP-DFE 의 이용은, 수신자에게 " 오차 전파" 의 효과를 가져온다. ISI
-DFE 및 NP-DFE 모두를 결정, 즉, 정확한 데이터 부호로서 평가를 해야 한다. ISI-DFE 및 NP-DFE 모두 피드백
을 이용하므로, 전류 수신 부호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는 일련의 수신 부호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종래 기술은 
프리코딩(precoding)이 오차 전파의 효과를 제거하는데 이용됨을 가르쳐준다. ISI-DFE 의 수신기의 경우에서, 종래 
기술은 ISI-DFE 의 결과 계수치(공지된 기술에서 I(z)로 표기)는, 예를들어 역 채널을 통해, 프리 코딩에서 송신기에 
의한 용도로 송신기로 다시 송신됨을 가르쳐준다. 마찬가지로, NP-DFE 의 수신기의 경우에서, 종래 기술은 N(z) 계
수치가 송신기로 다시 송신됨을 가르친다. 불행히도, 하이브리도 DFE 의 경우에서, I(z) + N(z)의 명백한 조합은 송
신기의 프리 코딩에 최적의 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발명의 개요

수신기에서 DFE 구조의 하이브리드 형을 이용할 때, 데이터 신호 프리 코딩시 오차 전파의 효과를 더 줄이는 송신기의 
이용을 위한 계수치의 셋(set)이 발견되었다. 특히, 송신기는 C(z)로 표기되는 하이브리드 DFE 구조의 계수치를 이용
하는 프리 코더를 이용한다. 특히 C(z)는 (1+I(z)) (1+N(z))-1 과 같은데, 여기서, 공지된 기술에서와 같이, 표기 
I(z) 및 N(z)는 ISI-DFE 및 NP-DFE 가 각각 적응 후 계수치의 결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톰린슨(Tomlinson) 프리 코딩은 최소 오차 전파에 이용되고, 여기서 톰린슨 프리코더는 (1+I
(z)) (1+N(z))-1 과 같은 계수치를 이용한다.

상세한설명

    
발명의 개념을 기술하기에 앞서, 몇가지 부가적인 배경 정보를 보인다. 제 1 도는 피드포워드 필터(50), 가산기(55), 
슬라이서(slicer : 60), 및 ISI 피드백 필터(65)를 포함하는 종래 기술 ISI-DFE 를 도시한다. 처리하기 위해 수신된 
데이터는 샘플러(48) 및 선(49)을 거쳐 피드 포워드 필터(50)로 인가된다. 피드 포워드 필터(50)는 수신된 데이터 신
호에 있는 ISI 부분을 제거한다. 피드 포워드 필터(50)로부터의 출력 신호가 샘플러(53)를 거쳐 가산기(55)에 인가되
고, 이론적으로 ISI 피드백 필터(65)에 의해 제거된 ISI 의 잔존 부분을 감산한다. 가산기(55)는 선(56)을 통해 슬라
이서(60)에 신호를 제공한다. 슬라이서는 선(56)상의 신호를 예정된 데이터 부호의 무리(도시되지 않음)에 매핑하는 
함수로 특정 데이터 부호를 선택한다. 슬라이서(60)는 매 T 초당 데이터 부호를 제공하는데, 1/T 은 데이터 부호율이
다. 상기 데이터 부호는 전송되는 부호의 추정이고 능동적인 전송 데이터를 개선키 위한 다른 수신 회로(도시하지 않음)
에 개선키 위한 다른 수신 회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처리하기 위해 슬라이서(60)에 의해 선(61)상에 제공된다. (
트렐리스 코딩(trellis coding) 같은 코드된 신호이면, 라이서의 입력치는 비터비(Viterbi) 디코더에 이용된다). 게다
가, 상기 전송 부호의 추정은 역시 ISI 피드백 필터(65)에 제공된다. ISI 피드백 필터(65)는 상기 추정을 수신된 신호
로부터 제거한 ISI 의 양을 예정하는데 이용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전송되는 부호의 상기 추정이 길수록 정확하고, 문
제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송되는 부호의 추정이 틀리면, 피드백 부분이 상기 오차를 다음에 수신되는 부호에 가
산하고 오차 전파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공지된 기술에서, 비선형 프리코딩의 형은 전형적으로 오차전파를 최소화 
하는데 이용된다.
    

    
프리코딩에서 두가지 수신기 작동 위상이 있다. " 스타트 업(start-up)" 또는 " 트레이닝(training)" 의 제 1 위상에
서, 수신기의 ISI-DFE 는 송신기로부터 수신한 표준 테스트 신호에 적응된다. 전형적으로, 송신기에 의한 상기 테스트 
신호의 프리 코딩은 없다. ISI-DFE 가 적응하면, ISI-DFE 의 결과 계수치(공지된 기술에서, I(z)로 표기)는, 예를 
들어, 역채널로 송신기에 역 송신된다. 이 점에서, 제 2 위상, 즉 " 통신" 위상을 다룬다. 통신 위상에서, 송신기는, 예를 
들어, 톰린슨 프리 코딩 같은 널리 알려진 프리 코딩 기술을 이용한 전송 전의 데이터를 프리코드한다. 어떤 프리 코딩 
방법이 이용되건, 프리 코딩 기술은 수신기에 ISI-DFE 로 결정된 상기에서 언급한 계수치 I(z)를 이용한다. 마찬가지
로, 수신기는 프리코딩을 제거하기 위해 보충적 양식으로 수신된 어떤 신호라도 처리한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ISI-D
FE 부분은 송신기의 프리코딩이 피드백 기능을 동등히 실행한 후 통신 위상에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오차 전파도 더이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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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종래 기술 NP-DFE 구조가 제 2 도에 도시되었다. 상기 NP-DFE 구조는 선형 등화기(LE:80), 가산기(
85), 슬라이서(90), 가산기(95). 및 NP 피드백 필터(75)를 포함한다. 처리하기 위한 수신된 데이터 신호는 샘플러(
78) 및 선(79)을 통해 LE(80)에 인가된다. LE(80)는 이론적으로 수신된 데이터 신호에 있는 ISI의 나머지 부분을 
거의 제거한다. LE(80)으로부터의 출력 신호는 샘플러(83)를 거쳐 가산기(85)에 인가되는데 이론적으로, NP 피드백 
필터(75)에 의해 추정된 채널잡음의 잔존 예정 부분을 감산한다. 가산기(85)는 슬라이서(90)에 선(86)으로 신호를 
공급한다. 슬라이서는 예정된 데이터 부호의 무리(도시되지 않음)에 선(86)상의 신호 매핑의 함수로 특정 데이터 부호
를 선별한다. 슬라이서(90)는 매 T 초 마다 데이터 부호를 제공하고, 여기서 1/T 는 데이터 부호율이다. 상기 데이터 
부호는 송출되는 부호의 추정이고, 능동적인 전송 데이터를 개선키 위한 다른 수신회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처리하
기 위해 슬라이서(90)에 의해 선(91)상에 제공된다. (트렐리스 코딩 같은 코드된 신호이면, 슬라이서의 입력치는 비더
비 디코더에 이용된다). 게다가, 상기 전송 부호의 추정은 역시 가산기(95)에 제공된다. 가산기는 입력 신호를 NP 피
드백 필터(75)에 제공하기 위해선(81)상에 있는 ISI 제거 신호로부터 전송 부호의 추정을 감산한다. NP 피드백 필터
(75)는 상기 추정을 수신된 신호부터 제거하기 위한 채널 잡음의 양을 예정하는데 이용한다. 그리나, 이상에 기술한 I
SI-DFE 같이, 오차 전파가 문제이고, 상기 문제는 전형적으로 게수치 N(z)를 이용하는 송신기의 비선형 프리코딩의 
이용에 의해 해결된다. 그리나, 송신기가 NP-DFE 수신기에 기초한 프리코딩을 이용할 때, 통신 위상중의 수신기 구조
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수신기 구조는 1+N(z) 응답을 통합한 필터에 선형 등화기의 하나로 변한다. 그러나 이
상에 기술한 ISI-DFE 프리코딩과 같이, NP-DFE 는 전형적으로 더이상 이용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한 예증적 통신 시스템이 제 3 도에 도시되었다. 상기 예의 목적을 위해, 단지 전송의 한 방향만
이 도시되어, 즉, 통신 채널(15)을 통해 송신기(10)는 수신기(20)에 신호를 전달한다. 송신기(10)는 프리코더를 포함
하고, 수신기(20)는 하이브리드 DFE 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한 예증적 하이브리드 DFE 구조가 수신기(20)에 이용되기 위해 제 4 도에 도시되었다. 특히, 하
이브리드 DFE 구조는 ISI 예측 필터 및 잡음 예측 필터에 병렬로 이어지는 적음 피드 포워드 필터 부분을 포함한다. 수
신기의 다른 소자는 간단히 하기 위해 제 4 도에서 제외되었다. 발명의 개념외에, 제 4 도의 성분은 공지되었고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드 포워드 필터부분(FF:105)은 전형적으로 작은 공간의 등화기이고 더 작은 성능 및 
하드웨어의 복잡성을 위해 심벌 스페이스드(symbol-spaced) 등화기가 될 수 있다. 비록 공지된 기술에서 명확하지만 
샘플러(108)는 작은 공간의 등화기의 부분이다. 필터링 처리의 출력은 필터 계수에 의존하고, FF(105)의 경우에, 공
지된 기술에서, 필터 계수는 F(z)로 표기되었다.
    

    
스타트 업 위상에서, 수신된 트레이닝 신호는 처리하기 위해 샘플러(103) 및 선(104)를 통해 FF(105)에 인가된다. 
발명의 개념에 따라 FF(105)는 계수가 F(z)인 적응 필터이고 이하에 기술되듯이 선(136)상에 있는 적응 신호의 함수
로 변화된다. FF(105)는 수신된 데이터 신호에 있는 ISI 의 일부분을 제거한다. 비록 적응 필터의 용도가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DFE 의 성능을 개선하지만, 상기 언급한 가도트등의 미국 특허 출원은 만약 피드 포워드 필터 부분의 디자
인과 하이브리드 DFE 가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주의하면 상기 성능이 최적 성능에 다가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ISI-DFE 및 NP-DFE 모두의 적응은 일련의 순서로 일어난다. 예증적 순서가 제 5 도에 도시되었다. 비록 도시되지 
않았지만, 제 5 도의 단계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수신기(20)의 제어기에 연결되 실행됨(제 3 도)이 가
정된다. 단계(300)에서,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의 ISI-DFE 부분만이 적응된다. 특히, NP 피드백 필터(155)는 
선(154)상에 NP 제어 신호를 통해 디스에이블된다. 상기 경우에 NP 피드백 필터(155)의 출력 신호치는 0 으로 추정
된다. 반대로, ISI 피드백 필터(125) 및 FF(105)의 적응이 선(124)상의 ISI 제어 신호를 통해 인에이블된다. 결과적
으로, 상기 트레이닝의 제 1 위상 동안, ISI-DFE 만이 수신된 트레이닝 신호에 있는 ISI 를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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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한다.
    

    
특히, 제 4 도를 참고로, FF(105)의 출력 신호가 샘플러(108)를 통해 가산기(110)에 부가될 때, 이론적으로, FF(1
05)의 출력 신호로부터 ISI 피드백 필터(125)에 의해 제거된 ISI 의 잔존 부분을 감산한다. 가산기(110)는 선(111)
상에 신호를 공급한다. 이때, 앞에서 기술했듯이, 유색 채널 잡음이 전형적으로 선(111)상의 상기 신호에 아직 존재한
다. 상기 신호는 가산기(115 및 130)에 인가된다(이하에 기술). NP 피드백 필터(155)가 디스에이블이므로 선(156)
상에 있는 유색 채널 잡음의 추정도 없다. 즉, 상기 신호에 관련된 값이 0 이고, 가산기(115)는 간단히 가산기(110)으
로부터 선(116) 으로 신호를 통과시킨다. 선(116)상의 신호는 슬라이서(120)에 인가된다. 슬라이서(120)는 선(11
6)상의 신호를 예정된 데이터 부호의 무리의 한 점에 매핑하는 기능의 특정 데이터 부호를 선택한다(도시하지 않음). 
슬라이서(120)는 매 T 초마다 데이터 부호를 제공하고, 여기서 1/T 는 데이터 부호율이다. 상기 데이터 부호는 수신된 
부호의 추정이고 슬라이서(120)에 의해 다른 수신기(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능동적 전송 데이터를 개선키 위한 처리
를 위해 선(121)상에 제공되며, 이 경우 데이터는 트레이닝 신호를 표현한다.
    

슬라이서(120)의 출력은 역시 ISI 피드백 필터(125) 및 가산기(130 및 145)에 제공된다. ISI 피드백 필터(125)는 
수신된 신호에 있는 ISI 의 양을 예정하고 ISI 예측 신호를 선(R6)을 통해 가산기(110)에 제공한다. 이상에 기술된 가
산기(110)는 FF(105)의 출력 신호로부터 ISI 예정 신호를 감산해 수신된 신호로부터 남아있는 ISI 의 부분을 제거한
다.

    
가산기(130)는 선(111)상의 ISI 제거 신호로부터 슬라이서(120)에 의해 선(131)상에 오차 신호, el, 을 제공하기 위
해 제공되는 추정 데이터 보호를 감산한다. 상기 신호는 FF(105), ISI 피드백 필터(125), 또는 잡음 피드백 필터(15
5)의 작동에 의해 정정되지 않는 채널 잡음 및 ISI 오차의 양을 나타낸다. 오차 신호 e1는 멀티플라이어(135 및 140)
를 통해 FF(105) 및 ISI 피드백 필터(125)를 적응시키는데 이용되고 이하 기술되는 잡음 피드백 필터(155)에 입력 
신호로 제공된다. FF(105) 및 ISI 피드백 필터(125)의 적응 알고리즘(도시되지 않음)이, 공지된 기술처럼, MMSE 
의 이용, 제로 포싱(zero forcing), 또는 그 변화에 부합한다. 멀티플라이어(135)는 오차 신호 e1 을 상수 또는 단계 
크기 α1 으로 멀티플한다. 선(136)에 제공된 결과 신호는 FF(105) 적응에 이용된다. 선(131)상의 신호는 잡음 피드
백 필터(155)의 입력 신호다(이하에 기술). 선(131)상의 신호는 역시 멀티플라이어(140)에 제공되고, 단계 크기 α
2 로 신호 e1 을 효과적으로 멀티플한다. 선(141)상에 제공된 결과 신호는 ISI 피드백 필터(125) 적응에 이용된다. 
α1 및 α2는 보통 같거나 비슷한 값으로 정해진다. 단계 크기 α1 및 α2 는 단계 크기 α3 보다 매우 작다.
    

단계(310)에서, 오차 신호 e1 과 예정된 상수 E1 을 비교한다. 상수 E1 은 바람직한 ISI 오차율을 나타내고 통신 채널
의 특정형을 위해 경험적으로 정해지거나 특정 통신 시스템 요구에 정해질 수 있다. 상기 예에서, 코드되지 않은 경우는 
10-7 코드된 경우는 10-3 과 같게 가정한다. 만약 e1 신호의 값이 E1 이상이면, ISI-DFE 는 단계(300)에서 계속 적
응한다. 그러나, 만약 e1 신호의 값이 E1 미만이면,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의 NP-DFE 부분이 인에이블이고 이
때 ISI-DFE 및 FF(105)는 적응하거나 동결될 수 있다. 그러나, NP 피드백 필터(155)는 선(154)상애 NP 제어 신호
를 통해 인에이블된다. 선(124)상의 ISI 제어 신호는 단지 FF(105) 및 ISI 피드백 필터(125)의 적응을 제어할 뿐이
고, 상기 필터는 아직 인에이블되고 단계(300)에서 결정된 상수치를 근거로 ISI 를 제거함을 주의해야 한다. 대조적으
로, 선(154)상의 NP 제어 신호는 NP 피드백 필터(154)의 작동을 제어한다.

상기 제 2 위상에서, 단지 유색 채널 잡음만이 수신된 트레이닝 신호로부터 걸러져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유색 채
널 잡음의 예측부분은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의 NP-DFE 부분에 의해 제거된다. 특히, 가산기(115)는 선(111)
상의 ISI 여과된 신호로부터 피드백 필터(155)에 의해 예측된 유색 채널 잡음의 부분을 감산한다. 이상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산기(115)의 출력 신호는 선(116)을 거쳐 슬라이서 (120)에 인가된다.

    
가산기(145)는 선(146)상에 오차 신호 e2 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 신호로부터 슬라이서(120)에서 추정된 데이터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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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산한다. 상기 오차 신호는 잡음 피드백 필터(155)의 작동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잔존 채널 잡음의 양을 나타낸다. 
오차 신호 e2 는 잡음 피드백 필터(155) 적응에 이용되고, 멀티플라이어(150)에 입력 신호 로서 제공된다. 잡음 피드
백 필터(155)의 적응 알고리즘(도시되지 않음)이 공지된 기술에서와 같이 MMSE 제로 포싱의 이용 또는 그 변화에 부
합한다고 가정한다. 멀티 플라이어(150)는 오차 신호 e2 를 단계 크기 α3 로 멀티플한다. 선(151)상의 제공된 결과 
신호는 잡음 피드백 필터(155) 적응에 이용된다.
    

이상에 기술한 단계(310)과 같이, 오차 신호 e2 와 예정된 상수 E2 를 단계(330)에서 비교한다. 상수 E2 는 적합한 
채널 오차율을 나타내고, 통신 채널의 특정 형을 위해 경험적으로 정해지거나 특정 통신 시스템 요구에 정해질 수 있다. 
상기 예에서 E2 는 코드되지 않은 경우에 10 -7 이상이고 코드된 시스템에는 10-3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만약 신호 e
2 의 값이 E2 이상이면, NP-DFE 는 단계(320)에서 계속 적응한다. 그러나 신호 e2 의 값이 E2 미만이면, 하이브리
드의 NP-DFE 부분은 초기 적응 처리를 마치고 통신 위상으로 진행한다.

상기 적응 시퀀스의 결과, 신호의 ISI 부분이 먼저 제거되기 때문에 I(z)로 표시되는, 결과의 ISI 계수가 N(z)로 표시
되는, 결과의 NP 계수보다 우세하다. 즉 I(z) ≫ N(z) 이다. 상기 특징이 이하에 기술된다.

    
일련의 적응 처리에 부쳐, 하이브리드 DFE 의 성능은 피드 포워드 필터 부분의 디자인에 주의하면 최적의 성능에 도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지된 기술과 같이, 적응 필터는 다수의 탭(taps)을 포함하는 지연선(delay line)이다. 각 탭
은 전형적으로 T/R 의 간격의 시간에서의 수신된 신호의 값을 나타내고, 여기서 1/T 부호율이고 k 는 전형적으로 정수
이고 분수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FF(105)의 구조가 제 6 도에 도시되었다. FF(105)는 K 탭을 포함하는 지연선(
200)을 포함한다. 각 탭의 출력은 각 계수 Ki 에 곱해지고, 상기 값은 이상에서 기술했듯이 적응된다. 공지된 기술과 
같이, " 주 탭(major tap)" 은 FF 출력에서 " 전류" 부호와 관련한 중앙 탭이다. 제 6 도에서 중앙 탭은 탭 n+1 로 나
타낸다. 공지된 기술에서 같이, 피드 포워드 필터는 " 프리커서(pre-cursor)" 필터링 및 " 포스트 커서(post-curso
r)" 필터링 작용을 한다. 프리 커서 필터링은 전류 부호전에 수신된 부호에 기인해 발생하는 ISI 의 부분을 나타낸다. 
반대로, 포스터 커서 필터링은 전류 부호 후에 수신된 부호에 기인해 발생하는 ISI 의 부호를 나타낸다. 포스트 커서 필
터링은 자연적으로 예측되고 우선적으로 ISI-DFE 의 ISI 피드백 필터에 의해 실행된다. 상기 언급된 가도트 등의 미
국 특허출원은 피드 포워드 부분이 필터에 매치된 " 이론적" 포스트 커서 테일의 스판(span)에 대응하는 포스트 커서 
필터링을 행하고, 상기 두 필터 간에 텐션(tension)이 있고, 즉, 피드 포워드 필터 부분은 두 필터가 적응된 때, ISI 피
드백 필터와 다툰다.
    

따라서, 피드 포워드 필터 부분에 의해 실행되는 포스트 커서 필터링의 양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발명 
개념에 따라 " 주 탭" 은 프리커서 탭의 숫자가 포스트 커서 탭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중앙 탭으로부터 이동한다. 전
형적으로 단지 소수의 부호만이 포스트 커서 필터링을 위한 피드 포워드 필터 부분에 잔존하려 한다. 제 6 도에 도시하
듯이, 포스트 커서 필터링을 제공하는 탭은 탭 n-1 및 n-2 에 의해 제공된다. (게다가, FF(105)에 의해 제공되는 포
스트 커서 필터링의 양을 더욱 감소시키려면, 멀티플라이 오차 신호 e1 로 사용되는, 단계 크기 α1 두개의 다른 단계 
크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 α10 및 α11 , 여기서 α10 는 포스트 커서 필터링과 연합되고, α2 보다 작게 선택된다) 결
과는 FF(105)의 포스트 커서 부분에 적응되곤 하는 오차 신호의 포스트 커서 성분이 ISI 피드백 필터(125)에 적응되
곤 하는 오차 신호 보다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FF(105)는 ISI 피드백 필터(125) 보다 포스트 커서 오차에 천천히 적
응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 4 도의 예증의 하이브리드 DFE 에서는 ISI 계수가 우세하게 되고 채널 왜곡 및 잡음의 
상황에서 최적의 DFE 성능에 접근한다. 그러나, 오차 전파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제 3 도
의 통신 시스템은 DFE 의 성능상 오차 전파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지의 프리코딩 방법을 이용한다. 상기 예에서, 
공지된 기술에서 " 톰린슨" 프리코딩은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와 연결되 이용된다. 송신기(10)의 프리코더 부분
의 한 예가 제 7 도에 도시되었다.
    

 - 7 -



등록특허 10-0346530

 
    
제 7 도에서, 데이터 신호는, 가산기(605), 모드-2L 소자(610) 및 필터(615)를 포함하는 톰린슨 프리코더에 인가된
다. 톰린슨 프리코더는 본 발명의 개념이 아니라 종래 기술에 따라 기능한다. 특히, 가산기(605)는 데이터 신호에서 이
하 설명될 필터(6)에 의해 제공된 신호를 감산한다. 가산기(605)의 출력은 모드-2L 소자(610)에 인가되는데, 이 모
드-2L 소자(610)는 이 분야 기술에서 공지된 것처럼 동작하여 출력 데이터 심벌 스트림을 라인(611)을 통해 송신기
(621)로 제공한다. 예컨대, 모드 2L 요소(610)는 라인(606)의 출력 신호를 신호점 무리의 위치에 매핑(mapping)한
다. 이 매핑은 모듈로 2L 연산에 의해 수행되는데, 여기서 L 은 신호점 무리의 크기이다. 제 8 도는 L=n+1 인 예시적
인 신호점 무리를 도시한다. 송신기(621)는 송신기(10)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며 통신 채널(15)에 변조 신호를 제공
한다. 또한, 출력 데이터 부호 스트림은 필터(615)에도 인가되는데, 이 필터(615)는 다항 함수(polynomial function) 
또는 필터 응답 C(z)에 따라 이 신호를 필터처리한다. 필터 응답은 전술된 트레이닝 단계 이후 수신기(20)로부터 전송
되며, 적응 계수 I(z) 및 N(z)의 결합을 나타낸다.
    

전술된 바와 같이, 통상 프리코딩은 트레이닝중에 결정된 적응 계수를 근거로 한다. 일단 트레이닝이 완료되면, 이 적응 
계수는 프리코더용 송신기로 역이송된다. 따라서, 이제 프리코더는 ISI 및 채널 잡음에 대해 적응화되어 있으므로,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구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통신 단계중에 사용되는 예시적인 수정이 제 9 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제 9 도는 수신기(20)의 일부를 도시한다.

    
그리나, 일반적인 프리코딩 기술, 즉, 필터(615)(제 7 도)는 수신기에서의 하이브리드 DFE 의 적응성에 따라 어떤 필
터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이 분야 기술에서 공지되어 있지만, 적응 계수를 특정하게 결합하면 제 3 도의 통신 시
스템이 최적 DFE 성능에 근접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하이브리드 DFE를 사용할 때 프리코더에 어떤 계수가 필요
한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가정 상황을 설정한다. 우선, 프리코더 계수는 송신기에서, 0 에 설정되
며 그 시스템 응답은 알려진다고 가정한다. 이 시스템 응답은 프리코더 계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 9 도를 참조하면, 피드포워드 필터(feedforward filter:FF)(650)에서, 과거 커서 응답이 보정되지 않고 남아 있으
므로 시스템 응답은 1+I(z)가 된다. 즉, 출력 신호는 현재 부호(숫자 " 1" 로 나타냄)와 과거 커서 ISI 를 더한 것이다. 
전술 된 것처럼, 피드포워드 필터부는 약간 유색의 잡음(slightly colored noise)을 발생시킨다. 이 약간 유색의 잡음
을 백색화하기 위해, 필터부(655)로 표현되는 1+N(z) 필터가 사용된다. 이 필터 출력에서, 시스템 응답은(1+I(z))(
1+N(z))이다. 따라서, 프리코더가 처리해야 할 나머지 응답은 다음과 같다.
    

C(z) = (1+I(z))(1+N(z))-1 (2)

단, 여기서도 숫자 " 1" 은 현재 부호를 나타낸다.

식(1)에서, I(z)와 N(z)는 둘다 수신기(20)에 의해 계산되고 각 트레이닝 단계동안 송신기(10)로 역 전송되는데, 여
기서 I(z)와 N(z)는 식(1)에서와 같이 결합되어 필터(615)에 필터 응답 함수로 제공된다.

    
다시, 제 9 도를 참조하면, 통신 단계 동안, 수신된 프리코드화 데이터 신호는 FF(650)에 인가된다. FF(650)는, (1+
N(z))의 필터 응답을 갖는 필터 요소(655)에 접속된다. 필터 요소(655)에서 필터 처리된 출력 신호는 톰린슨 디코더
(670)에 인가되고, 톰린슨 디코더(670)는 슬라이서(675)에 데이터 부호의 시퀀스를 제공한다. 슬라이서(675)는 전
송된 데이터 부호의 추정치를 수신기(20)(도시안됨)의 나머지 부분에 제공한다. 또한, 가산기(680)에 의해 에러 신호
가 제공된다. 이 에러 신호는 FF(650)를 적응화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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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통신 단계동안 하이브리드 DFE 를 통신 채널 응답의 작응 변화에 계속 적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트레이닝이 완수된 후 인접하는 케이블쌍으로 부터의 누화(crosstalk)가 채널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시적인 하이브리드 DFE 구조는 제 11 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예에서,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의 I(z) 및 N(z) 계수는 트레이닝 이후 0 으로 재설정되어 통신 단계중의 연속 적응화를 가능하게 한다.

식(1)을 사용하는 전술된 프리코딩 기구가 하이브리드 DFE 의 성능을 개선시킬지라도, 전술된 Gadot 등의 미국 특허 
출원에서는 대부분의 하드웨어 효율적인 방식(hardware-efficient way)이 프리코딩용 계수의 결합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된다.

    
특히, 전술된 것처럼, 제 4 도의 하이브리드 DFE 구조는 제 5 도의 방법에 따라 적응화된다. 이 방법에서, 하이브리드 
DFE 는 우선 수신된 트레이닝 신호에서 ISI 의 존재를 보상한다. ISI 보상 완료후에, 하이브리드 DFE 는 임의의 나머
지 채널 잡음을 보상한다. 전술된 것처럼, 이 방법에서는 I(z)가 N(z) 보다 우세한 그러한 계수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통신 단계의 프리코딩 동안 우세한 탭값(tap value) 만이 송신기에서 사용된다. 이것으로 제 7 도
의 필터 요소(615)에 의한 송신기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수신기에서도, 순방향 경로에 1+N(z) 필터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드웨어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통신 단계에서, 제 7 도의 톰린슨 프리코더 회로는 C(z)=I(z)가 되도록 수정
된다. 즉, 수신기(20)에 ISI-DFE 만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톰린슨 프리코딩이 수행된다. 다시말해서 톰린슨 프리코
딩은 마치 ISI-DEF 만 수신기(20)에 존재하는 것처럼 실행된다.
    

    
따라서, 최적의 실행에 접근하는 하이브리드 DFE 구조의 더욱 실제적인 실현방안을 제공하는 본 발명의 다른 도시적 
실시예가 제 10 도에 나타난다. 제 10 도에서 통신위상 동안의 수신기(20) 일부가 도시된다. 제 10 도는 하이브리드 
DFE 의 ISI 부분 예를들어 ISI-피드백 필터(125), 배율기(140), 가산기(110) 및 톰린슨 디코더(810)의 덧셈과 관
련된 회로 소자의 착탈만 제외하면 제 4 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DFE 의 NP-DFE 부분은 통신 위상 동안에 
능동적으로 유지된다. 편리하게도 수신기의 NP-DFE 를 계속 사용하면 통신 위상 동안에 채널에서의 작은 변화를 수
신기가 추적할 수 있다.
    

제 10 도의 블록도에서 채널 응답의 작은 변화를 수신기(20)가 추적할 수 있어도 그것은 채널 응답에서 더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및 FF(105) 및 NP-피드백 필터(155)의 피드백 계수의 크기는 증가한다. 제 3 도의 
통신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리트레인을 수행할 수 있어도 I(z) 및 N(z)의 모든 세트를 재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 있고 대신에 " 퀵 리트레인" 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1 도는 퀵 리트레인을 수행하는 도시적 하이브리드 DFE 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대응하는 퀵 리트레인 방법이 제 
12 도에 도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트레이닝 위상 동안에 도미네이트 I(z) 계수만 송신기에 다시 전송된다. 송신기에
서 이러한 계수의 최초의 세트는 I0 (z)로 나타낸다. 통신 위상으로 스위칭하는 것에 대하여 ISI 피드백 픽더(125)의 
I(z) 계수는 0 으로 리셋된다. 이리한 예에서 두 ISI-프리딕티브 필터 및 NP-프리딕티브 필터는 통신 위상에서 동작
을 계속한다. 단계(905)에서 수신기(20)는 소정의 크기 I 1 과 비교하여 I1 (z)로 나타낸 ISI 피드백 필터(125)의 계수
의 크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한다. I1 (z)가 I1 보다 클때 수신기(20)는 송신기(10)에 " 퀵 리트레인" 이 실행되려고 함
을 통보하고 단계(908)에서의 다른 사용으로부터 ISI-예측 필터를 동작하지 않게 하고 단계(910)에서 송신기(10)에 
I1 (z)를 보낸다. 이리한 통보는 예를들어 제어 정보를 보내는데 사용된 역 채널을 거치는 것과 같은 종래 기술에 공지
된 바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 든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이 여전히 발생하므로 수신기(20)는 언제 송신기(10)가 퀵 리
트레인을 완료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930)에서의 에러율을 실증적으로 모니터한다. 에러율이 10-7 보다 적을 때 수
신기(20)는 ISI 예측 필터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단계(905)로 되돌아간다. 송신기(10)는 단계(915)에서의 업 데이
트된 계수치 I1 (z)를 수신하고 단순히 I 1 (z)를 단계(925)의 선재(pre-existing) 하는 값에 더한다. 따라서 통신 시
스템의 더 빠른 리트레인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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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리트레인을 위한 다른 방법이 제 10 도의 하이브리드 DFE 구조를 사용하여 이행될 수 있음을 주목하여 한다. 이러
한 예에서 IV(z) 값을 제 12 도의 방법에서 기재된 I(z) 값을 바꾼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일단 IV 1 (z) 업 데이트가 
송신기(10)에 되돌려지면 제 10 도의 하이브리드 수신기 구조는 제 9 도의 필터 요소(655)와 유사한 필터 섹션을 포
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은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고 따라서 비록 본원에 명백히 기재되지는 않지만 본 발명의 원리를 구체화 하
고 그 사상과 범위내에 있는 많은 다른 배열을 당업자들이 고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본 발명이 불연속적 기능의 빌딩 블록, 예를들어 슬라이서, 필터 등등과 함께 이행되는 것으로 본원에 설명되
어도 그러한 빌딩 블록의 어느 하나이상의 기능은 하나 이상의 적합하게 프로그램된 프로세서, 예를들어 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또한 I(z)가 N(z)를 압도하는 하이브리드 DFE를 사용하는 정황으로 본 발명의 개념이 기재되어도 I(z)가 작고, N(z)
가 큰 다른 접근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다른 시스템에서 N(z)는 프리코딩을 위해 송신기(10)에 
의해 사용되고 하이브리드 DFE 의 NP-DFE 부분은 하이브리드 DFE 이 ISI-부분 앞에 사용한다. 통신 위상동안 대응
하는 하이브리드 DFE 구조는 잡음을 없애는 제 9 도의 필터 요소(655)와 유사한 필터 섹션을 포함한다.

또한, 톰린슨 프리코딩이 설명되어도 본 발명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프리코딩 구성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들어 CCI
TT 변조 스탠다드 V.34 가 수신기 구조에서 대응하는 간단한 변화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업(setup) 
위상이 적응 시퀀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도 본 발명의 개념은 또한 " 블라인드 스타트업(blind startup)" 과정에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통신 장비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피드백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프리코딩된 데이터 부호의 시퀀스에 응답하는 필터 수단, 및

수신기에 전송을 위한 프리코딩된 데이터 부호의 상기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드백 신호와 데이터 신호 사이의 차이
를 나타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매퍼(mapper)를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장비용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필터 수단은 (1+I(z))(1+N(Z))-1과 같은 응답 함수를 가지며, 여기서, I(z)는 수신기로부터 전송된 한 세트의 
부호간 간섭 결정 피드백 등화기 계수와 동일하고, N(z)는 상기 수신기로부터 전송된 한 세트의 잡음 예측 결정 피드백 
등화기 계수와 동일한 데이터 통신 장비용 장치.

청구항 2.

데이터 통신 장비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수신기로부터 한 세트의 부호간 간섭 결정 피드백 등화기 계수[I(z)]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기로부터 전송된 한 세트의 잡음 예측 결정 피드백 등화기 계수[N(z)]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기로 전송을 위한 (1+I(z))(1+N(z))-1의 함수인 프리코딩된 데이터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신호를 
프리코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장비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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