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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장치 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가변하는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는 터보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 비트의 부호율과, 데이터 블록 크기

를 입력받아 상기 부호율에 따른 윈도우 크기를 조정하고 초기 지연을 계산하는 제어 로직과, 상기 데이터 블록 크기만큼

의 입력된 데이터 비트에 대해 각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경로들에 대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델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복수의 델타 메트릭 블록들과, 상기 초기 지연에 동기하여 상기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순방향 상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알파 메트릭을 계산하는 알파 메트릭 블록과,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 조정된 윈도우 크기에 따라 상

기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역방향 상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베타 메트릭 블록들과, 상기 초기 지연에 동기하여 상기 알파 메트릭과 상기 베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최종 상태의

심볼들에 대한 LLR값들을 계산하는 LLR블록으로 이루어진 구성 복호기를 포함하는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장치를 구성하여, 부호율의 변화에 따라 가변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부호 신

뢰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초기 지연으로 인한 디코딩 시간의 증가를 감소시키고, 터보 복호기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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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7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변하는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는 터보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 비트의 부호율과, 데이터 블록 크기를 입력받아 상기 부호율에 따른 윈도우 크기를 조정하고 초기 지연을 계

산하는 제어 로직과,

상기 데이터 블록 크기만큼의 입력된 데이터 비트에 대해 각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경로들에 대한 천이 확률을 나타내

는 델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복수의 델타 메트릭 블록들과,

상기 초기 지연에 동기하여 상기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순방향 상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알파 메

트릭을 계산하는 알파 메트릭 블록과,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 조정된 윈도우 크기에 따라 상기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역방향 상태 천이 확

률을 나타내는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베타 메트릭 블록들과,

상기 초기 지연에 동기하여 상기 알파 메트릭과 상기 베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최종 상태의 심볼들에 대한 LLR값들을 계산

하는 LLR블록으로 이루어진 구성 복호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장

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크기는 상기 부호율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지연은,

상기 베타 메트릭과 상기 알파 메트릭이 동시에 상기 LLR 블록으로 입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

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베타 메트릭 블록 각각은,

상기 제어 로직으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 블록 크기에 따라 초기 상태값 또는 이후 베타 메트릭 값인 베타 입력값을 저장

하는 버퍼부와,

상기 버퍼부로부터 입력된 베타 입력값과, 상기 윈도우 크기 만큼의 상기 델타 메트릭을 역순으로 입력받아, 상기 베타 입

력값과 상기 델타 메트릭을 가지고 상기 윈도우 크기에 따른 베타 메트릭 값을 계산하는 베타 메트릭 계산 블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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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 조정된 윈도우 크기로 상기 베타 메트릭 계산 블록에서 출력된 베타 메트릭값들을 저장하고 상기

베타 메트릭 값들을 정순으로 출력하는 메모리 버퍼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장치.

청구항 5.

가변하는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는 터보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 비트의 부호율과, 데이터 블록 크기를 입력받아 상기 부호율에 따른 윈도우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블록 크기만큼의 입력된 데이터 비트에 대해 각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경로들에 대한 천이 확률을 나타내

는 델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부호율에 따라 조정된 윈도우 크기에 따라 상기 델타 메트릭을 이용하여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역방향 상태 천이 확률

을 나타내는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델타 메트릭을 이용하여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순방향 상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알파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알파 메트릭과 상기 베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최종 상태의 심볼들에 대한 LLR값들을 계산하기 위한 LLR블록을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 크기는 상기 부호율에 비례하여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은,

상기 입력된 데이터 블록 크기에 따라 초기 상태값 또는 이후 베타 메트릭 값들인 베타 입력값을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된 베타 입력값과, 상기 윈도우 크기 만큼의 상기 델타 메트릭을 역순으로 입력받아, 상기 베타 입력값과 상기 델

타 메트릭을 가지고 상기 윈도우 크기에 따른 베타 메트릭 값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베타 메트릭 값들을 정순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윈도우

가 적용된 터보 복호화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복호화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가변하는 크기를 갖는 윈도우가 적용된 터보 복호기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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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전송시 채널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효과적으로 정정하여 데이터 전

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순방향 오류정정(FEC: Forward Error Correction)부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순방

향 오류 정정부호로 터보부호(Turbo code)가 있다. 터보부호는 길쌈 부호(convolution code)에 비해 데이터의 고속 전송

시 오류 정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기 방식의 CDMA2000(Code

Division multiple aceess 2000)시스템과 비동기 방식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등에

모두 채택되었다. 두가지 방식 모두 고속의 패킷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므로 고속이 터보 복호기가 그 성능을 발휘하

게 된다. 상기 제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터보 복호기에 적용되는 코드 레이트(부호화율)를 매우 다양하게 지원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터보 복호화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시한 터보 복호기(200)는 시소 (SISO: Soft-In Soft-Out)방식의 구성 복호기로 구성된 예를 나타낸다. SISO 방식을 대

신하여 상기 터보 복호기는 MAP(Maximum A Posteriori)방식 또는 RESOVA(Register Exchnge Soft Output Viterbi

Algorithm)방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여기서, SISO 방식은 심볼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고,

RESOVA 방식은 심볼이 거쳐가는 경로(Path)를 긴 부호어(codeword)라고 생각하고 부호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식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터보 복호기(200)의 입력단으로는 메모리 버퍼(100)에 저장되어 있는 심볼(데이터 비트들)이 제공

된다. 상기 메모리 버퍼(100)에는 디인터리빙이 완료된 비트들이 구조적 부호인 시스테메틱 부호(Systematic code)와,

비 구조적 부호인 패리티 부호들(Parity 1 code, parity 2 code)로 구분되어 저장한다. 상기 메모리 버퍼(100)로부터 상기

터보 복호기(200)로 시스템 부호의 비트들과, 패리티 부호들이 비트들이 동시에 제공된다. 상기 메모리 버퍼(100)로부터

구조적 부호와 비구조적 부호의 3개의 부호들이 모두 출력되기 때문에, 상기 메모리 버퍼(100)로부터 출력되는 부호들은

3개의 버스를 통해 상기 터보복호기(200)의 다중화기(MUX: Multiplexer)(210)으로 제공된다.

상기 터보 복호기(200)는 SISO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구성 복호기(220)(이하, SISO 복호기라 칭함)와, 인터리버(230)와,

디 인터리버(240)와, 출력 버퍼(Output buffer)(250)와, CRC(Cyclic Redundancy Code) 검사기(260)로 구성된다.

상기 SISO 복호기(220)는 상기 다중화기 (210)의 출력을 입력하고, 후술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하에 SISO 복호

화하여 출력한다. 상기 인터리버(230)은 상기 SISO 복호기(220)의 출력을 인터리빙한다. 상기 디인터리버(240)는 상기

SISO 복호기(220)의 출력을 디이터리빙한다. 상기 출력 버퍼(250)는 상기 디인터리버(240)에 의해 디인터리빙된 결과를

L1(Layer) 처리부(270)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저장한다. 상기 CRC검사기(260)은 상기 디인터리버(240)에 의한 디인터리

빙 결과에 대해 CRC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상기 L1 계층 처리부(270)으로 제공한다.

SISO 복호기(220)는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메트릭들(metrics)을 연산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즉, SISO 복호기(220)

의 복호화 동작 중에는 델타 메트릭(delta metic), 알파 메트릭(α metric), 베타 메트릭(β metric), 및 LLR(Log

Likelihood Ratio)의 값들이 계산된다.

여기서, 델타 메트릭(Delta metric)은 브렌치 메트릭(branch metric)이라고도 하며 부호화 트레일리스 구조의 한 상태에

서 다른 상태로의 경로들에 대한 천이확률을 나타낸다. 상기 알파 메트릭은 순방향 상태 메트릭(forward state metric)이

라고도 하며 이전,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의 누적 확률을 나타낸다. 상기 베타 메트릭은 이후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의 누적

천이확률을 나타낸다. 상기 알파 메트릭과 베타 메트릭이 모두 구해지면, LLR의 값이 계산된다. LLR 값은 심볼에 대한 확

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1'이 될 확률과 '0'이 될 확률의 비율을 로그 스케일(log scale)로 표현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프레임 모드 복호기에서는 LLR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파 메트릭, 베타 메트릭을 필요로 하므로 베타 메트릭

을 모두 연산한 다음에 알파 메트릭을 연산하여 LLR 값을 차례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동

안의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SISO 복호기에 의한 메트릭 연산 순서를 보여주는 도면으로, 도 2a와 도 2b로 구성된다. 상기 도

2a는 알파 메트릭을 연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기 도 2b는 베타 메트릭을 연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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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를 참조하면, 알파메트릭을 연산하는 동작과, 베타 메트릭을 연산하는 동작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번째 상태의 알파 메트릭 는 이전 값인 (k-1)번째 상태의 알파메트릭으로부터 계산되며, k번째 상태의 베타 메트

릭 는 나중값인 (k+1)번째 상태의 베타 메트릭으로부터 계산된다. 이와 같이 베타 메트릭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신호를 역순으로 참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체 수신 신호의 길이만큼의 초기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도 3은 일반적인 프레임 모드 방식의 터보 복호기의 메트릭 연산 순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한 프레임에 대한 베타 메트릭이 모두 계산된 이후에 알파 메트릭과 LLR(λ)값이 계산되기 때문에, 상기

프레임의 구간만큼의 초기 지연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프레임 모드 방식의 SISO 복호기는 베타 메트릭을 계산한 다음에

알파 메트릭을 계산하여 LLR 값을 계산한다. 그러므로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동안의 지연시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초

기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것이 윈도우 모드의 방식이다.

상기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모드가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2개의 베타 메트릭 블록을 사용하여 연속

적인 베타 메트릭 출력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4는 윈도우 모드 방식의 터보 복호기의 연산 순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윈도우 모드 방식의 SISO복호기는 베타 메트릭 계산을 위해 수신된 신호를 소정 윈도우 크기로 분할한

다. 상기 분할된 각 수신 신호에 대해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면 초기에 계산되는 값들은 정확하지 않은 확률을 가지지만, 나

중에 갈수록 더 정확한 값들이 계산되어진다. 실제 LLR 값을 계산하는 데에는 이러한 정확한 값이 나오는 구간부터 계산

된 값을 사용하면 된다. 하나의 윈도우가 정확한 구간의 값들을 연산하는 동안 다른 윈도우는 나머지 구간의 부정확한 값

들을 연산하여 서로 맞물리게끔 구성된다. 이 때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부정확한 구간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의 크기는 같

게 설정된다.

일 예로, 델타 메트릭 B에 대한 λ을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윈도우 구간동안 역순으로 베타 메트릭 1B(β1B)와, 베타 메트릭 1A(β1A)가 각각 계산되고, 상기 베타 메트릭 1A

(β1A)가 계산되는 시점부터 역순으로 베타 메트릭 2C(β1C)가 계산되고, 베타 메트릭 2B(β2B)가 계산된다. 상기 B의 베타

메트릭 1B(β1B)와 2B(β2B)중에 부정확한 상기 베타 메트릭 1A(β1A)는 버리고, 정확한 베타 메트릭 2B(β2B)가 계산된 시

점부터 동시에 알파 메트릭 및 LLR 가 계산된다. 따라서, 상기 β1B 및 상기 β1A가 계산되는 윈도우 구간은 초기

지연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SISO복호기는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를 하나로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이 경우, 부호

율(code rate)이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호율이 높아지게 되면 복호 성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터보 복호기에서의 베타 메트릭의 계산은 수신된 신호의 제일 마지막부터 계산하여야 신뢰도 높은

메트릭이 계산된다. 그러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수신된 신호의 제일 마지막부터 계산하지 않고 일정 구간을 잘라서

계산한 후, 신뢰도가 떨어지는 영역은 버리고, 그 이후부터 출력되는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즉, 부호율이 높아지면 요구되

는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더 긴 길이의 구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높은 부호율에 맞추어 긴 길이의 슬라이딩 윈도우 사

이즈를 결정하게 되면, 실제 수신되는 데이터의 부호율이 낮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길게 설정된 윈도우 사이즈로 인해 추

가적인 초기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 기술에 따른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 터보복호기는 복호율에 따라 윈도우 사이즈가 조정될 필요성이 요

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율에 따라 가변

하는 윈도우 크기를 사용하여 최적화된 터보 복호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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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부호율이 높을 경우 윈도우 크기를 길게 하고, 부호율이 낮을 경우 윈도우 크기를 짧게 조절하는

터보 복호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가변하는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는 터

보 복호화 장치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 비트의 부호율과, 데이터 블록 크기를 입력받아 상기 부호율에 따른 윈도우 크기를 조정하고 초기 지연을 계

산하는 제어 로직과,

상기 데이터 블록 크기만큼의 입력데이터 비트에 대해 각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경로들에 대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델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복수의 델타 메트릭 블록들과,

상기 초기 지연에 동기하여 상기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순방향 상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알파 메

트릭을 계산하는 알파 메트릭 블록과,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 조정된 윈도우 크기에 따라 상기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역방향 상태 천이 확

률을 나타내는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베타 메트릭 블록들과,

상기 초기 지연에 동기하여 상기 알파 메트릭과 상기 베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최종 상태의 심볼들에 대한 LLR값들을 계산

하는 LLR블록으로 이루어진 구성 복호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가변하는 윈도우 크기를 적용하는 터보 복호화 방법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 비트의 부호율과, 데이터 블록 크기를 입력받아 상기 부호율에 따른 윈도우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 블록 크기만큼의 입력된 데이터 비트에 대해 각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의 경로들에 대한 천이 확률을 나타내

는 델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부호율에 따라 조정된 윈도우 크기에 따라 상기 델타 메트릭을 이용하여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역방향 상태 천이 확률

을 나타내는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델타 메트릭을 이용하여 상기 각 상태에 대한 순방향 상태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알파 메트릭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알파 메트릭과 상기 베타 메트릭을 입력받아 최종 상태의 심볼들에 대한 LLR값들을 계산하기 위한 LLR블록을 제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상에 표시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로 나타내었으며, 하기에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

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발명은 베타 메트릭의 계산을 위한 터보 복호기내의 고정된 윈도우 크기를 복호율에 따라 조절하는 터보 복호기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터보 복호기의 구조와, 고정된 윈도우 크기에서의 알파 및 델타 메트릭의 데이

터 처리 흐름을 설명한다.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슬라이딩 윈도우 모드 방식의 SISO 복호기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여기서, 베타 블록은 윈

도우의 수에 따라 2개의 베타 메트릭 블록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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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를 참조하면, 역다중화기(DEMUX: Demultiplexer)(221)는 미리 설정된 속도-예를 들어, 터보 복호기의 클럭(동작 주

파수)의 3배 속도로 메모리 버퍼(10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비트들을 엑세스(acess)하고, 제 1출력, 제 2 출력 및 제 3

출력을 제공한다. 3개의 델타 메트릭 블록(223a,b,c)은 상기 제 1출력, 제 2출력 및 제 3출력 각각에 대한 델타 메트릭들

을 계산한다. 알파 메트릭 블록(225)은 델타 메트릭 블록(223a)에 의해 계산된 델타 메트릭을 입력하고, 해당하는 알파 메

트릭을 계산한다. 베타 블록(227)은 한 윈도우의 정확한 구간에 대한 제 1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제 1 델타 메트릭 블록

(227a)과, 상기 윈도우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제 2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제 2 베타 메트릭 블록(227b)과 상기 블록들

(227a,b)에 의한 계산 결과들을 다중화하는 다중화기(227c)를 포함한다.

LLR 블록(229)은 상기 알파 메트릭 블록(225a)에 의해 계산된 알파 메트릭과 상기 다중화기 (227c)에 의한 다중화 결과

를 입력하여 해당하는 LLR 값들을 계산하고, 상기 LLR 값들에 근거하여 심볼들을 결정한다. 상기 LLR 블록(229)으로부

터 상기 결정된 심볼들은 이후인터리빙/디 인터리빙을 위해 도 2에 도시된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230, 240)로 출력된

다.

LLR을 계산하기 위한 상기 LLR블록(229)은 순방향 상태, 역방향 상태에 대한 천이 확률을 근거로 심볼에 대한 확률을 구

한다. 이 때 LLR의 값이 양수일 경우 심볼'1', 음수일 경우 심볼'0'을 나타낸다.

도 6은 도 5의 SISO 복호기에서의 데이터 비트 입력 및 메트릭의 출력의 처리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SISO 복호기의 델타 메트릭 블록들(223a~c)에는 도 1에 도시한 메모리 버퍼(100)의 서로 다른 주

소에 저장되어 있는 수신 신호의 데이터 비트들이 인가된다. 즉, 참조부호 10은 동일시점에서상기 메모리 버퍼(100)의 서

로 다른 주소로부터 읽어낸 수신신호 D, N, F를 나타낸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기 델타 메트릭 블록들(223a~c)로 서로 다른 데이터 비트들이 제공

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베타 메트릭 블록들(227a, b)로는 2W크기의 데이터 비트들이 역순으로 제공된다. 델타 메트릭 블

록 입력(11, 13, 15)의 각 칸의 내부에 쓰여진 알파벳은 상기 메모리 버퍼(100)들로 델타 메트릭 블록들(223a~c) 입력되

는 데이터 비트값을 의미하고, 알파 및 베타 메트릭 블록 출력(17, 19, 20) 내부에 쓰여진 알파벳은 상기 알파 및 베타 메트

릭들(225, 227a ,b)들로부터 출력된 메트릭 값들을 의미한다.

델타 메트릭 블록들(223a, b, c)은 미리 정해진 개수, 여기서는 4개의 데이터 비트들을 읽어들이고, 베타 메트릭 블록은 소

정 윈도우 크기 2W만큼의 입력신호를 가지고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여 정확한 구간에 대해 계산된 W크기의 베타 메트릭을

출력한다.

알파 메트릭 및 LLR의 출력을 동기시키기 위해, 알파 메트릭에 비해 베타 메트릭이 먼저 구해진다. 즉, 제 1 베타 메트릭

블록(227a)과, 제 2 베타 메트릭 블록(227b)은 서로 어긋나게 베타 메트릭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T1구간에서 상기 델타

블록(223b)으로부터 입력된 델타 메트릭 H, G, F, E, D, C, B, A를 가지고 계산된 베타 메트릭들 중 정확한 베타 메트릭

값인 a, b, c, d가 출력된다. T2구간에서 상기 델타블록(223c)으로부터 입력된 델타 메트릭 L, K, J, I, H, G, F, E를 가지

고 상기 제 2베타 베트릭 블록으로부터 계산된 정확한 베타 메트릭 값인 e, f, g, h가 출력된다. 즉, 2개의 베타 메트릭 블

록들(227a, b)은 서로 어긋나서 동작한다. 상기 SISO 복호기(220)의 제 1 및 제 2 베타 메트릭을 위한 델타 메트릭 블록들

(223a~c)의 출력들은 서로 겹치지 않고 어긋나기 때문에, 상기 베타 메트릭 블록들(227a~c)에 의해 출력되는 베타 메트

릭은 연속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된 비율의 윈도우 크기가 적용되는 터보 복호기에 있어서, 정해진 윈도우 크기가 수신 신호의 부호

율이나 블록의 크기보다 작게 되면, 신뢰성이 감소되고, 정해진 윈도우 크기가 수신된 심볼의 부호율 및 블록의 크기보다

크게 정해지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터보 복호기가 수신된 신호에

대한 부호율 및 수신 데이터 블록 크기등을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가변 복호율 시스템에서의 상기 터

보 복호기는 상기 정보에 맞는 윈도우 크기를 결정하고, 메트릭 계산을 위한 블록들에서 상기 윈도우 크기에 따라 수신 신

호를 복호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SISO 복호기의 상세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여기서, 베타 블록은 윈도우의 수에 따라 2개의 베타 메트릭 블록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역

다중화기(DEMUX: Demultiplexer)(310)는 미리 설정된 속도-예를 들어, 터보 복호기의 클럭(동작 주파수)의 3배 속도로

메모리 버퍼(100)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비트들을 엑세스(acess)하고, 제 1출력, 제 2 출력 및 제 3 출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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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로직(360)은 수신되는 데이터 비트들에 대한 제어 정보를 입력받는다. 여기서, 상기 제어 정보는 수신 데이터들의 부

호율 및 데이터 블록의 크기 등을 포함한다. 상기 제어 로직(360)은 상기 입력받은 제어 정보를 분석하여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고, 상기 델타 메트릭 블록(320a~c)들과, 알파 및 베타 메트릭 블록들(330, 340a~b)을 제어한다. 즉, 상기 데이터

블록 크기에 따라 상기 메모리 버퍼(100)에서 복호하는데 사용할 데이터 비트들이 저장된 메모리 구간 및 알파 메트릭과

LLR값을 동기시키기 위한 초기 지연시간을 알려준다. 이하, 도 8을 참조하여, 상기 제어 로직의 동작을 상세히 후술하겠

다.

3개의 델타 메트릭 블록(320a, b, c)은 상기 제어 로직(360)으로부터 입력받은 한 블록의 데이터 비트들의 크기에 따라 상

기 제 1출력, 제 2출력 및 제 3출력 각각에 대한 델타 메트릭들을 계산한다. 알파 메트릭 블록(330)은 델타 메트릭 블록

(320a)에 의해 계산된 델타 메트릭을 입력받고, 상기 제어 로직(360)으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 블록 크기와 윈도우 사이

즈에 따라 알파 메트릭을 계산한다. 베타 블록(340)은 상기 제어 로직(360)으로부터 입력받은 윈도우 사이즈로 조정된 윈

도우에서 정확한 구간에 대한 제 1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제 1 베타 메트릭 블록(340a)과, 상기 윈도우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제 2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제 2 베타 메트릭 블록(340b)과 상기 블록들(227a, b)에 의한 계산 결과들을 다중화하

는 다중화기(340c)를 포함한다.

LLR 블록(229)은 상기 알파 메트릭 블록(225a)에 의해 계산된 알파 메트릭과 상기 다중화기 (227c)에 의한 다중화 결과

를 입력하여 상기 제어 로직(360)으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 블록 크기와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 LLR 값들을 계산하고, 상

기 LLR 값들에 근거하여 한 데이터 블록에 대해 복호화된 심볼들을 결정한다. 상기 LLR 블록(229)으로부터 상기 결정된

심볼들은 이후 인터리빙/디 인터리빙을 위해 도 1에 도시된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230, 240)로 출력된다.

도 8은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베타 메트릭 블록의 상세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베타 메트릭 블록(340)은 초기 상태값 및 이전 베타 메트릭을 나타내는 베타 입력값인 베타 입력값을 저

장하는 메모리 버퍼부(342)와, 상기 베타 입력값과 델타 입력값을 가지고 역순으로 베타 메트릭을 계산하는 베타 메트릭

계산 블록(344)과, 베타 메모리 계산 블록(344)에서 역순으로 계산된 베타 베트릭값을 정순으로 출력하기 위한 베타 메모

리 버퍼(34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일예로, 상기 제어 로직(360)은 수신 데이터에 대한 제어 정보를 입력받는다. 상기 입력받은 정보가 수신 데이터의 부호율

이 낮은 경우, 상기 제어 로직(360)은 현재 윈도우 사이즈를 상기 입력받은 부호율에 맞도록 보다 적은 윈도우 사이즈

(2W')로 결정하여 상기 메모리 버퍼 블록(346)의 크기를 W'로 설정한다. 그러면, 상기 베타 메트릭 계산 블록(344)는 상기

2W' 구간의 입력을 가지고 W'만큼의 베타 메트릭을 출력하고, 상기 메모리 버퍼 블록(346)은 상기 W'만큼의 베타 메트릭

을 저장한다.

상기 입력받은 제어 정보가 수신데이터의 부호율이 높은 경우, 상기 제어 로직(360)은 현재 윈도우 사이즈를 상기 입력받

은 부호율에 맞도록 보다 큰 윈도우 사이즈(2W)로 결정하여 상기 메모리 버퍼 블록(346)의 크기를 W로 설정한다. 상기 메

모리 버퍼 블록(346)은 상기 W만큼의 베타 메트릭을 저장한다. 그러면, 상기 베타 메트릭 계산 블록(344)은 상기 2W구간

의 입력을 가지고 W만큼의 베타 메트릭을 출력하고, 상기 메모리 버퍼 블록(346)은 상기 W만큼의 베타 메트릭을 저장한

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

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부호율의 변화에 따라 가변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부호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초기 지연으로 인한 디코딩 시간의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초기 지연시간의 감소로 터보 복호기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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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터보 복호화 장치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2a는 알파 메트릭을 연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도 2b는 베타 메트릭을 연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프레임 모드 방식의 터보 복호기의 메트릭 연산 순서를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윈도우 모드 방식의 터보 복호기의 연산 순서를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종래 기술에 따른 슬라이딩 윈도우 모드 방식의 SISO 복호기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5의 SISO 복호기에서의 데이터 비트 입력 및 메트릭의 출력의 처리 흐름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SISO 복호기의 상세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베타 메트릭 블록의 상세구조를 보여주는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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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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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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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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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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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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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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