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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렐리스 디코더로부터의 출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가변스텝 사이즈를 갖는 적응형 이퀄라이저

요약

적응형 이퀄라이저에 있어서, 결정 디바이스;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FIR 필터; 및 신뢰도 출력 및 디코딩된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된,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트렐리스 디코더를 포함한

다. 에러 신호는 결정 디바이스 출력으로부터 결정 피드백 출력을 공제함으로써 발생되고, 상기 에러 신호는 상기 결정 피

드백 이퀄라이저 및 상기 FIR 필터의 탭들의 계수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수들의 변화의 크기는 트렐리스 디

코더의 신뢰도 출력의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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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색인어

신뢰도 출력, 이퀄라이저, 트렐리스 디코더, 결정 피드백 출력, 에러 신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디지털 수신기의 블록 다이어그램.

도 2는 도 1의 디지털 수신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종래 기술의 이퀄라이저의 다이어그램.

도 3은 도 2의 종래 기술의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를 더 상세하게 도시하는 다이어그램.

도 4는 종래 기술의 8 VSB 트렐리스 인코더, 프리인코더 및 심볼 맵퍼의 다이어그램.

도 5는 종래 기술의 트렐리스 다이어그램.

도 6은 에러 비율 및 신호-대-잡음비 사이의 관계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의 적응형 이퀄라이저의 다이어그램.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이퀄라이저의 다이어그램.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의 트렐리스 코드 인터리버의 다이어그램.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의 트렐리스 코드 디-인터리버(de-interleaver)의 다이어그램.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디지털 수신기 120; 이퀄라이저

222; FIR 필터 226; 결정 디바이스

400; 8 VSB 트렐리스 인코더 500; 8 VSB 트렐리스

700; 이퀄라이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이퀄라이저(equalizer)는 비디오, 데이터 및 비디오 통신들과 같은 많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 응용들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응용들은 다양한 전송매체를 채용한다. 다양한 매체가 다른 전송 특성들을 가질지라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

지 않다. 즉, 모든 매체는 주파수-종속 위상 및 진폭 왜곡, 다중 경로 수신 및 음성 에코들과 같은 다른 종류의 고스팅

(ghosting) 및 레일리 페이딩(Rayleigh fading)과 같은 전송된 신호의 변화를 야기한다. 채널 왜곡에 부가하여, 가상적인

모든 종류의 전송은 또한 "AWGN"(additive white gausian noise)와 같은 노이즈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퀄라이저는

전이중 스피커폰(full-duplex speakerphone) 등에서 음향의 에코 삭제기, 디지털 텔레비전 또는 디지털 케이블 전송 등

에서 비디오 디고스터(deghoster), 무선 모뎀 및 전화에 대한 신호 조절기 및 다른 이러한 응용들로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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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의 중요한 소스는 "ISI"(intersymbol interference : 부호간 간섭)이다. ISI는 진폭 변조된 디지털 전송 같은 펄스화된

정보가 예컨대, 전화선 또는 공중 방송과 같은 아날로그 채널을 통해 전송될 때 발생한다. 원래 신호는 이산(discrete) 시

간 시퀀스의 적절한 근사값으로 시작하지만, 수신된 신호는 연속적인 시간 신호이다. 임펄스 트레인(impulse train)의 형

상은 전송에 의하여 미분가능한(differentiable) 신호로 발산되는데(smeared or spread), 상기 신호의 피크들은 원래 펄

스들의 진폭들과 관련된다. 이 신호는 디지털 하드웨어에 의해 판독되고, 이 하드웨어는 수신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샘플링

한다.

각각의 펄스는 통상적으로 사인 파형에 근접한 신호를 생성한다. 사인 파형은 중심 피크 둘레로 중심이 있는 일련의 피크

들에 의해 특징되는데, 상기 피크들의 진폭은 중심 피크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조롭게 감소한다. 유사하게, 사

인 파형은 중앙 피크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피크들의 진폭이 단조롭게 감소하는 일련의 골(trough)들을 갖는다. 통

상적으로, 이러한 피크들의 주기는 수신 하드웨어의 샘플링 비율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신호 내의 한 샘플링 점에서의 진

폭은 전송된 신호 내의 점에 상응하는 펄스의 진폭뿐 아니라, 전송 스트림 내의 다른 비트들에 상응하는 펄드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전송 스트림 내의 하나의 심볼에 상응하여 생성된 신호의 부분은 전송 스트림 내의 다른 심볼들

에 상응하는 수신 신호의 부분에 원하지 않는 영향을 주게 된다.

이 효과는 펄스들의 적절한 성형(shaping)에 의해, 예컨대, 샘플링률에 상응하는 규칙적인 간격들에서 제로 값들을 갖는

펄스들을 발생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펄스 성형은 전송동안 펄스들을 발산시키는 채널 왜곡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에러 제어의 또 다른 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디지털 응용들은 ISI 및 채널 왜

곡을 제거하기 위해 균등화(equalization)를 채용한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타입의 균등화가 자동합성(automatic synthesis) 및 적응(adaptation)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다. 자동합성 방법에서, 이퀄라이저는 일반적으로 수신된 시간-영역 기준 신호와 왜곡되지 않은 트레이닝 신호의

저장된 카피를 비교한다.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역함수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간-영역 에러 신호가 결

정된다. 이 역함수(필터)의 구성은 "ZFE"(Zero Forcing Equalization) 및 "LSM"(least mean square) 시스템들에서 행해

지는 것처럼, 시간 영역 내에서 엄밀하게 완수될 수 있다. 다른 방법들은 수신된 트레이닝 신호를 스펙트럼 표현(spectral

represent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후에 스펙트럼 역응답은 채널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 계산될 수 있다. 그

후에 이 역 스펙트럼은 필터 탭 가충치들(filter tap weights)이 추출될 수 있도록 시간-영역 표시로 다시 전환된다.

적응형 균등화에서, 이퀄라이저는 "결정 디바이스"에 의해 발생되는 이퀄라이저의 출력과 전송된 신호의 측정치 사이의 차

에 기초하여 에러 신호를 최소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퀄라이저 필터는 샘플을 출력하고, 결정 디바이스는 어떤 값이 전

송될 것인지, 적응 로직은 두 개의 작은 것들 사이의 차를 유지시킨다. 주된 개념은 전송된 펄스들 내에서 이산 레벨들의

정보를 수신기가 이용하는 것이다. 결정 디바이스가 이퀄라이저 출력을 양자화할 때(quantize), 수신된 노이즈를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응형 및 자동합성 균등화 간의 결정적인 구별은 적응형 균등화가 트레이닝 신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러제어코딩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주된 카테고리 즉, 컨벌루션 코딩(convolutional coding), 그리고 리드-솔로몬 및 고

레이 코딩(Reed-Solomon and Golay coding) 같은 블록 코딩(block coding) 중 하나이다. 균등화의 한 목적은 채널 왜곡

의 역함수인 수학적인 "필터"를 발생시킴으로써, 수신된 신호가 전송된 신호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추가 심볼들로 다시 인코딩함으로써, 부가적인 정보가 전송된 신호 내로 포함될 수 있는데, 상기 신호는

디코더가 수신된 신호의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부가적인 정확도는 부가적인 특

성들을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가적인 대역폭을 희생하거나 더 높은 주파수를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가적인 에너

지를 희생하여 얻을 수 있다.

종래의 인코더는 데이터가 클록되는 K-스테이지 쉬프트 레지스터(K-stage shift register)를 포함한다. 값(K)은 코드의 "

속박 길이(constraint length)"라 부른다. 쉬프트 레지스터는 선택된 코드 폴리노미얼(code polynomials)에 따라서 다양

한 점들에서 탭핑된다. 몇몇의 탭 세트는 코드 비율(code rate)에 따라서 선택된다. 코드 비율은 분수로 표현된다. 예컨대,

a1/2 비율 컨벌루션 인코더(convolutional encoder)는 입력보다 정확히 두 배 많은 심볼들을 가진 출력을 생성한다. 전형

적으로, 탭핑된 데이터 세트는 인코딩된 출력 심볼들 중 하나를 생성하기 위해 모둘로-2로 합산된다 (즉, XOR 동작이 인

가된다). 예컨대, 간단한 K=3, 1/2 비율 컨벌루션 인코더는 3 스테이지 쉬프트 레지스터 내의 제1 및 제3 비트들을 모듈로

-2-합산에 의해 출력의 한 비트를 형성하고, 모든 3개의 비트들을 모듈로-2-합산에 의해 다른 비트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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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컨벌루션 디코더는 원래 전송된 데이터에 관한 가정(hypothesis)을 설정하고, 적절한 컨벌루션 인코더의 카

피를 통해 이러한 가정을 실행하고, 인코딩된 결과와 수신된 (노이즈를 포함하는) 인코딩된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작동한

다. 디코더는 고려되는 각각의 가정에 관한 "메트릭"(metric)을 발생시킨다. "메트릭"은 상응하는 가정 내에서 디코더가 갖

는 신뢰도에 상응하는 수치(numerical value)이다. 디코더는 직렬이거나 병렬일 수 있다 - 즉, 한 번에 또는 몇 번에 한 가

정을 수행할 수 있다.

블록 인코딩에 비하여 컨벌루션 인코딩의 중요한 이점은, 컨벌루션 디코더가 "소프트 결정" 정보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소프트 결정" 정보는 본질적으로 "정확한" 대답으로 하나의 가정을 간단하게 선택하기보다는 메트릭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는 출력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예를 들면, 전송 신호에서 "1"일 가능성이 80%이

고 "0"일 가능성이 단지 20%인 단일 신호가 디코더에 의해 결정될 경우, "하드 결정"은 심볼에 대하여 0.8의 값을 돌려준

다. 그러나, "소프트 결정"은 0.8의 값을 돌려주거나, 다른 하드웨어 다운스트림이 신뢰도에 기초하여 더 나아간 결정을 하

도록 하기 위해서 확률분포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값을 돌려준다.

한편, 블록 코딩은 보다 큰 데이터 블록과 갑작스런 에러(burst errors)를 취급하는데 유리하다.

도1은 일반적으로 100으로 표시되며 채널 코딩 및 균등화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디지털 통신 수신기의 블록도를 도시한

다. 수신기(100)는 복조 및 동기화 소자(110)를 포함하고,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포맷으로 다시 전환한다. 수신

기(100)는 이퀄라이저(120), 내부 디코더(130), 디-인터리버(140) 및 출력 디코더(150)를 더 포함한다. 내부 코딩은 전형

적으로 컨벌루션 코딩이고, 그에 반해 외부 코딩은 전형적으로 블록 코딩, 가장 빈번하게 리드-솔로몬 코딩이다. 일반적으

로, 컨벌루션 코딩 및 블록 코딩은 각각의 상보적인 이점들을 활용하도록 조합된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디지털 수신기(100)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퀄라이저(120)의 다이어그램이다. 전형적으로,

이퀄라이저(120)는 제어기(228), "FIR" 필터(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222), 결정 디바이스(226) 및 "DFE"

(decision feedback equalizer: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224)를 포함한다. FIR 필터(222)는 입력 신호(221)를 수신한다.

FIR 필터(222)는 주 전송 신호 전에 도착하는 고스트 신호인 프리-고스트(pre-ghost)를 삭제하는데 사용된다. 결정 디바

이스(226)는 입력을 검사하고, 입력에서 수신된 신호들 중 어떤 것이 출력(229)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신호인지를 결정한

다. 결정 디바이스(226)로의 입력은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224)에 의해 변조되고, 이것은 포스트 고스트(post-ghost)

즉, 주 전송 신호 후에 도착하는 고스트 신호 및 FIR 필터(222)에 의해 발생되는 잔여 신호를 삭제하는데 사용된다.

결정 디바이스(226)는 전형적으로 슬라이서 같은 하드 결정 디바이스이다. 예를 들면, 8VSB 시스템에서, 슬라이서는 입

력을 ±1, ±3, ±5 및 ±7의 표준화된 신호값에 상응하는 입력 심볼들로 소팅하기(sort) 위해, 0, ±2, ±4 및 ±6의 결정값

을 갖는, 수신된 신호 크기에 기초한 결정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슬라이서는 구상진폭변조("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다중차원(multi-dimension)이다.

제어기(228)는 입력 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FIR 필터(222) 및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224) 모두에 대하여

필터 계수들을 발생시킨다. 당업자는 LMS 및 RLS 알고리즘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계수들을 발생시키기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도3은 도2에 도시된 이퀄라이저(120)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다.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224)로의 입력은 슬라이서 같

은 결정 디바이스(226)로부터의 출력이다. 입력 데이터는 (F+M) 스테이지만큼 지연되는데, F는 FIR 필터(222)의 스테이

지들의 수와 동일하고, M은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224) 내의 스테이지들의 수와 동일하다. 이퀄라이저(120)는 트렐리

스 디코더(350)에 이퀄라이징된 데이터를 통과시킨다. 에러 신호(310)는 슬라이서(226)로의 입력을 그것의 출력에서 공

제하여 발생된다. 에러 신호(310)는 탭 계수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스텝 사이즈(320)로 곱해진다. 전형적

으로, 스텝 사이즈(320)는 에러 신호가 다중 사이클에 걸쳐 계수 탭들을 반복적으로 조정하도록 1보다 작아서, 노이즈와

채널 응답에서의 변화가 평균화된다. 일반적으로, 스텝 사이즈가 작을수록, 수렴(convergence)이 늦어지지만, 대신에 이

퀄라이저(120)가 수렴할 수 있는 과도 조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도4는 도3에 도시된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224)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반적으로 400으로 표시되는 트렐리스 인코더

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다. 트렐리스 인코더(400)는 8 VSB 트렐리스 인코더, 프리코더 및 심볼 맵퍼이다. 당업자에게 공

지된 것처럼, 8 VSB 트렐리스 인코더(400)는 8-레벨, 3-비트, 일차원 집합(constellation)을 사용한다. 도4에 도시된 것

처럼, 8 VSB 트렐리스 인코더(400)는 2/3 비율 트렐리스 코드를 사용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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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으로, 트렐리스 디코더(350)는 8 VSB 트렐리스 인코더(400)에 의해 인코딩된 신호를 디코딩하는 비터비 알고리즘

(Viterbi algorithm)을 사용한다. 전형적으로, 트렐리스 디코더(350)는 많은 수의 스테이지-대부분 16 또는 24-를 갖는

다. 디코딩된 출력(229)은 디-인터리버(140)에 의해 디-인터리버되고, 그 후에 외부 디코더(150)로 전송된다.

도5는, 일반적으로 500으로 표시되는, n개의 스테이지를 갖는 8 VSB 트렐리스에 관한 전형적인 트렐리스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더 두꺼운 라인은 현재 잔존 경로(survive path)를 도시한다. 각각의 디코딩 클럭 사이클에서, 새로운 심볼이 트

렐리스 디코더로 전송되고 잔존 경로가 재개된다. VSB 시스템에서 각각의 샘플은 하나의 심볼을 포함하는 반면, QAM 또

는 오프셋-QAM 시스템들에서는 각각의 샘플이 하나는 I 채널이고 다른 하나는 Q 채널인 두 개의 심볼을 포함한다. 그러

나, 샘플 사이즈와 관계없이, 코딩 및 디코딩은 항상 심볼 단위로 수행된다.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잔존 경로에 기초하여

어떤 상태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지 즉, 어떤 심볼이 전송될 것인지 결정된다. 예컨대, 스테이지(1)는 입력에 제1 추정치를

제공하고, 스테이지(2)는 입력에 제2 추정치를 제공한다. 잔존 경로는 각각의 새로운 입력 심볼이 수신됨에 따라 디코딩

과정에 기초하여 변할 수 있으므로, 잔존 경로는 (하나의 심볼이 이동되더라도) 한 입력 샘플 시간으로부터 다른 시간까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도6은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을 갖는 전형적인 트렐리스 디코더를 사용하는 디코딩 에러 비율을 도시한다. 그래프에 도

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임계값이나 임계값의 조금 아래에서 진행하는 동안, 에러 비율이 디코딩 후 감소되고, 디코

딩 스테이지의 수가 커질수록 에러 비율이 더 감소된다. 신호 대 노이즈 비가 증가할 수록 에러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된다.

도시된 임계값은 리드-솔로몬 디코딩 후 비트 에러 비율이 106에서 하나인 8 VSB 시스템에 있어서의 경계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결정 디바이스(226)가 너무 많은 에러를 만든다면, 이퀄라이저(120)는 수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만일 슬라이서(226)가

0.1보다 큰 에러 비율을 갖는다면, 이퀄라이저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작(start up) 시, 채널 왜곡이 클 경우, 이

퀄라이저(120)는 작동을 시작할 수 없다. 채널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면 트레이닝 신호를 사용해야 하고,

또는 수렴하기 위해 블라인드 균등화 같은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트레이닝 신호만을 사용하거나 블라인

드 균등화와 함께 사용하여도 수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점에서 보정이 수용 가

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더욱이, 블라인드 균등화 방법에서, 이퀄라이저(120)의 피드백 부는 결정 디바이스

(226)로부터의 결정에 기초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다 높은 해상도(resolution)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다

복잡한 하드웨어가 요구된다.

당업자는 이퀄라이저(120)의 동작 동안 신호-대-노이즈 비가 낮을 경우, 스텝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스톱-앤-고 알고리즘(stop-and-go algorithm)이, 신호-대-노이즈 비가 어떤 임

계값 이하일 때 DFE(224)를 중단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작 동안 매 순간마다 신호-대-노이즈 비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채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능을 향상시키고 다른

조건에서는 보다 빈약한 성능을 감수한다.

따라서, 스텝 사이즈가 결정 디바이스로부터의 에러 비율과 관련하여 조정되는 이퀄라이저가 요구된다. 본 발명은 이러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종래의 이퀄라이저을 능가하는 다른 이점들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요약)

제1실시예의 적응형 이퀄라이저에 있어서, 결정 디바이스;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결정 디바이

스에 연결된 FIR 필터; 및 신뢰도 출력 및 디코딩된 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트렐리스 디코더를

포함한다. 에러 신호가 결정 디바이스 출력으로부터 결정 피드백 출력을 공제함으로써 발생되며,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및 FIR 필터의 탭들의 계수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된다. 계수들에 대한 변화의 크기는 트렐리스 디코더의 신뢰도 출

력의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제2실시예의 적응형 이퀄라이저에 있어서, 슬라이서; 슬라이서와 연결된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

된 FIR 필터; 및 신뢰도 출력 및 디코딩된 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비터비 디코더를 포함한다. 비

터비 디코더는 비터비 디코더의 각각의 디코딩 스테이지로부터 소프트 출력을 발생시켜 신뢰도 출력을 결정하고,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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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출력은 디코딩 스테이지에 대한 삭제된 경로 및 잔존 경로의 축척된 메트릭 간의 차와 동일하고, 마지막 디코딩 스

테이지의 상기 소프트 출력은 신뢰도 출력으로서 사용된다. 에러 신호가 슬라이싱된 출력으로부터 결정 피드백 출력을 공

제함으로써 발생되며,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및 FIR 필터의 탭들의 계수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계수들에

대한 변화의 크기는 트렐리스 디코더의 신뢰도 출력의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제3실시예의 적응형 이퀄라이저에 있어서: 결정 디바이스;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FIR 필터;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된 결

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및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되며, 신뢰도 출력 및 디코딩된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트렐리스 디코더를

포함한다. 에러 신호가 트렐리스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이퀄라이저의 지연된 출력을 공제하여 발생된다. 상기 계수들의

변화의 크기는 신뢰도 출력에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제4실시예의 적응형 이퀄라이저에 있어서, 슬라이서; 슬라이서에 연결된 FIR 필터; 슬라이서에 연결된 DFE; 결정 디바이

스에 연결되며, 신뢰도 출력 및 디코딩된 제공하기 위한 비터비 디코더; 비터비 디코더의 디코딩된 출력을 수신하고 맴핑

되고 스케일링된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연결된 맵퍼를 포함한다. 에러 신호는 비터비 디코더가 신뢰도 출력을 발생시키

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클들의 수와 동일한 사이클들의 수만큼 DFE 출력을 지연시키고 비터비 디코더의 출력으로부터

DFE의 지연된 출력을 감산함으로써 발생된다. 계수들의 변화의 크기는 신뢰도 출력의 적어도 일부분 및 에러 신호의 적어

도 일부분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실시예]

본 발명의 원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참조 부호가 도면들에서 도시된 실시예에 대하여 사용되었고, 특정 용어가 동

일한 것을 설명하도록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영역에 어떠한 제한도 의도되지 않고, 설명되는 디바이

스의 변경과 변형들 및 여기에 설명되는 것과 같은 본 발명의 원리들의 다른 적용들은 본 발명이 관련된 당업자에게 일반

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도됨이 이해될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이 8 VSB 시스템에 관하여 논의되었을지라도, 예

를 들면, QAM 및 오프셋-QAM을 포함하는 다른 타입의 변조 코딩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이 의도된다.

도7은 일반적으로 700으로 표시되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이퀄라이저를 도시한다. 통상의 출력(229)에 부가하여, 트렐리

스 디코더(350)는 출력 신호(229)의 신뢰도에 관련된 신호(717)를 출력한다. 신뢰도 신호(717)는 스텝 사이즈(719)를 조

절하는데 사용된다. 지연(721)은 에러 신호(723)의 출력을 신뢰도 신호(717)에 관한 상응하는 값과 동조시키기 위해 필요

하다. 즉, 지연(721)의 길이는 트렐리스 디코더(350)가 신뢰도 신호(717)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사이클 수와 매치되어야

한다.

특정 실시예들에서, 트렐리스 디코더(350)는 비터비 디코더이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것처럼, 비터비 디코더는 각

각의 비트에서 두 개의 가능한 상태 전송들을 비교하고 어떤 것이 원래의 전송된 신호에 보다 상응하는지를 결정한다. 비

터비 디코더(350)를 채용하는 이퀄라이저(700)에 있어서, 각각의 디코딩 단계에서, 디코딩 출력은 삭제된 경로와 잔존 경

로의 축적된 메트릭(metric) 간의 차에 상응하는 소프트 출력과 연결된다. 디코더가 마지막 디코딩 스테이지에 도달하면,

디코딩된 출력(229)은 마지막 소프트 출력을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신뢰도 신호(717)로서 사용된다.

트렐리스 인코딩된 신호를 디코딩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많은 소프트 디코딩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러한 소프트 디코딩 알

고리즘들 중 어느 것이든 신뢰도 신호(717)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다 늦은 스테이지가 사용될

수록 보다 적은 디코딩 에러가 남게되어 보다 정확하게 신뢰도 신호(717)가 디코딩 품질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신호는 트렐리스 디코더에서 어떤 스테이지로부터도 생성될 수 있다.

시작 시에 알 수 있듯이, 신뢰할 수 없는 에러 신호(723)에 보다 낮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이퀄라이저(700)에서 DFE(224)

가 보다 작은 스텝 사이즈로 인해 (느리기는 하지만) 수렴할 수 있고, 이것은 다수의 심볼들에 걸쳐 평균낼 수 있게 한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도가 높을 때, 에러 신호는 보다 가중되어 보다 빠른 수렴을 가능케 한다.

스텝 사이즈를 조정하는 이점들은 낮은 신뢰도 기간(period) 동안 DEF(224)를 완전히 정지시킬 필요없이 이러한 향상들

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변 스텝 사이즈는 DEF(224)가 하드-스위칭될 필요 없는 스타트-앤-스톱 알

고리즘에 대한 대안이다. 그러므로, DEF(224)는 항상 결정 다비아스(226)로부터의 결정들과 함께 작동한다. 이퀄라이저

(700)에서 DEF(224)는 스톱-앤-고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이퀄라이저(120)에서 필요한 것보다 낮은 해상도와 간단한 하

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들에서, 본 발명에 따른 이퀄라이저(700)는 신뢰도 신호(717)의 값에 의해 유발되는 스톱-앤-고 알고리즘을

채용한다. 이러한 실시예들 중에서, 신뢰도 신호(717)가 미리 선택된 임계값 이상의 값에 상응할 때, DFE(224) 및 FIR 필

터(222)는 그것들의 계수들을 업데이트 한다. 이러한 대안적인 실시예들은 임펄스 노이즈 및 심하지만 즉각적인 채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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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들에 대처하기에 적절한데, 결정 에러 비율이 발산(divergence)을 유발하기에 충분히 높을 때 계수가 업데이트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거의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작 시에도, 신뢰할 수 없는 심볼들로부

터 발생되는 에러 신호가 무시되기 때문에, 이퀄라이저(700)가 수렴한다.

삭제

도8은 일반적으로 800으로 표시되는,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의 이퀄라이저를 도시한다. 에러(723)는 이퀄라이저

(800)의 출력(299)과 트렐리스 디코더(350)의 출력(229) 간의 차로부터 발생된다. 출력들(299,229)이 에러 신호를 발생

시키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출력(229)은 맵퍼(729)에 의해 맵핑되고 다시 데이터 비트들(1들 및 0들)로 스케일링되며, 이

퀄라이저(800)의 출력(299)은 트렐리스 디코더(350)의 상응하는 출력과 그것을 동기화하기 위해 지연(721)만큼 지연된

다. 그 후에 신뢰도 신호(717)는 에러 신호(723)에 인가되는 스텝 사이즈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어떤 인코딩 스키마들(schemes)은 병렬로 진행하는 다중 독립 인코더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8 VSB 시스템는 전형적으

로 12개의 인코더들이 있다. 전형적으로, 트렐리스 코드 인트라세그먼트 인터리빙(intrasegment inverleaving)이 이러한

시스템들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인터리빙된 데이터 심볼들에서 작용하는, 상응하는 수의 동일한 트렐리스 인코더들과 프

리코더들을 사용한다. 12개의 평행한 인코더들을 갖는 시스템에서, 예컨대, 코드 인터리빙은 제1그룹으로서 0번째, 12번

째, 24번째 심볼들을, 제2그룹으로서, 1번째, 13번째, 25번째 심볼들을, 제3그룹으로서 2번째, 14번째 26번째 심볼들을

인코딩하는 등, 총 12개의 그룹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인코딩함으로서 수행된다.

도9는 도4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맵퍼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900으로 표시되는, 트렐리스 코드 및 프리코더 인터세그먼

트 인터리버를 도시한다. 바이트들이 바이트 인터리버(또는 멀티플렉서)(910)로부터 트렐리스 인코더 및 프리코더들

(920)로 제공되고, 그것들은 각각의 12개의 인코더들(920)에 의해 전체 바이트들로서 처리된다. 각각의 바이트는 단일 인

코더(920)로부터 4개의 심볼들을 생성한다. 디멀티플렉서(930)는 이들 바이트들을 단일 비트 스트림으로 리어셈블링한

다. 8 VSB 수신기는 도10에 도시된 것처럼 12개의 트렐리스 디코더들을 병렬로 사용하고, 각각 12번째 심볼마다 수신한

다. 비트 스트림은 멀티플렉서(1010)에 의해 다시 인터리빙되고, 병렬 디코더들(1020)에 제공되고, 그 후에 단일 비트 스

트림으로 디멀티플렉서(1030)에 의해 리어셈블링된다.

본 발명이 도면 및 상기 설명에서 상세하게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동일한 것은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최선의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고 본 발명의 사상에 속하는 모든 변경 및 변형은 보호받을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트렐리스 디코더로부터의 출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가변 스텝 사이즈를 갖는 양호한 적응형 이퀄라이저를 제공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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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신호를 수신하며 상기 신호 중 출력 신호를 결정하는 결정 디바이스;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신호를 수신하며 프리-고스트 신호를 삭제하는 FIR 필터;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되며,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의 출력을 생성하는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결정 디바이스에 연결되며, 신뢰도 출력 및 디코딩된 출력을 생성하는 비터비 디코더; 및

비터비 디코더의 디코딩된 출력을 수신하며 맵핑되고 스케일링된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연결된 맵퍼;를 포함하며,

에러 신호는, 비터비 디코더가 신뢰도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클들의 수와 동일한 사이클들의 수만큼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 출력을 지연시키고 및 맵퍼의 맵핑되고 스케일링된 출력으로부터 결정 피드백 이퀄라이저의 지연되고

디코딩된 출력을 공제함으로써 발생되고,

적응형 이퀄라이저의 계수들에 있어서 변화의 크기는 신뢰도 출력에 적어도 일부분 및 에러 신호에 적어도 일부분에 기초

하여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응형 이퀄라이저.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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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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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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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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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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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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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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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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