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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시스템에서 셔플링 데이터의 수신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다중레벨 변조를 사용하는 고속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셔플링되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원래의 형

태로 디셔플링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다중레벨 복조를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의 송신기는 정보비트를 부호

화한 후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메틱 심볼이 변조심볼내에서 전송 신뢰도가 높은 위치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중요도가 낮

은 패리티 심볼이 전송 신뢰도가 낮은 위치에 배치되도록 셔플링한다. 수신기는 수신 데이터를 복조하여 복수의 부호심볼

들로 이루어진 변조심볼들을 출력하고, 상기 부호심볼들을 시스티메틱 심볼과 패리티 심볼로 구분하여 상기 셔플링에 대

응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메모리들에 각각 저장한 다음, 상기 저장된 부호심볼들을 읽어내어 소정 부호율에

따라 복호하여 부호화 패킷들을 출력한다. 이로써 본 발명은 수신기에서 필요한 버퍼의 개수 및 용량을 절약하면서 셔플링

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디셔플링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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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Multiple level modulation, code-word sequence, Shuffling, 8-PSK, 16-QAM, 64-QA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부호어 시퀀스의 셔플링을 위한 시퀀스 매퍼를 포함하는 송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

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시퀀스 디매퍼를 포함하는 수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3과 도 4는 송신단에서 각각 8-PSK와 16-QAM의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데이터 셔플링에 의한 심볼 매핑을 나

타낸 도면.

도 5는 전송 가능한 패킷의 길이에 따른 패킷 데이터의 구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수신단에서 패킷 데이터를 시스티메틱 심볼과 패리티 심볼으로 구분하여 저장하기 위한

디셔플링 버퍼 구조.

도 7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QPSK를 위한 임시 어드레스 TA를 생성하는 제1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의 구조.

도 8은 도 7에 나타낸 제1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에 의해 발생된 임시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8-PSK를 위한 임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제2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의 구조.

도 10은 도 9에 나타낸 제2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에 의해 발생된 임시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64-QAM을 위한 임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제3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의 구조.

도 12는 도 11에 나타낸 제3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에 의해 발생된 임시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또는 792 또는 1560비트인 경우에 최종 어드레스 WA1을 생

성하는 제1 최종 어드레스 생성기의 구조.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 또는 3096 또는 3864비트인 경우에 최종 어드레스 WA2를

생성하는 제2 최종 어드레스 생성기의 구조.

도 15는 QPSK의 경우 임시 어드레스에 따라 생성된 메모리 선택 신호와 최종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8-PSK의 경우 임시 어드레스에 따라 생성된 메모리 선택 신호와 최종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64-QAM의 경우 임시 어드레스에 따라 생성된 메모리 선택 신호와 최종 어드레스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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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다중레벨 복조(Multi-level demodulation)를 사용하는 고속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셔

플링(shuffling)되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원래의 형태로 디셔플링(de-shuffling)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이다.

전형적인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 서비스와 회선 데이터(Circuit Data)와 저속의(예를 들어 14.4kbps 이하) 패킷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동영상 등 고속 패킷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동통신 시스템은 고속의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및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광대역(Wide-band) CDMA 방식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스펙트럼 효율

(Spectral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하여 다중레벨 변조를 사용한다. 상기 다중레벨 변조는 직교 위상편이변조(Quadrature

Phase Shift Key: QPSK)보다 높은 변조레벨(Modulation Level)을 가지는 8진 위상편이변조(8-ary PSK: 8-PSK), 16진

직교진폭변조(16-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16-QAM), 64진 직교진폭변조(64-ary QAM: 64-QAM) 등

과 같은 변조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중레벨 변조는 하나의 변조심볼에 보다 많은 정보를 실어 전송하여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보다 안정적인 회선품질을 요구한다.

다중레벨 변조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심볼을 구성하는 비트들간에 전송 신뢰도(reliability)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신

뢰도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의 변조심볼 내에서도 비트 위치에 따라 평균 비트오류율(Bit Error Rate: BER)이 서로 달라지

게 된다. 한편, 터보 부호기(Turbo Encoder)와 같이 복수의 구성 부호기들(Constituent Encoder)로 구성된 채널 부호기

(Channel Encoder)에서 출력되는 부호어 시퀀스(Code-word Sequence)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시스티메

틱 심볼(Systematic Symbol)과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가지는 패리티 심볼(Parity Symbol)로 구분된다. 따라서 변조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스티메틱 심볼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변조심볼내의 비트 위치에 배열하고 패리티

심볼을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에 배열하면, 수신단에서 정보 시퀀스의 오류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송신단에서 부호어 시퀀스를 재배열하게 되면 수신단에서는 필수적으로 원래의 정보 시퀀스를 복구하여야 한

다. 통상 대량의 패킷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단위별로 구성된 데이터 경로를 가지므로, 매 데

이터 처리 단위마다 각각의 버퍼를 필요로 한다. 수신기의 데이터 경로에 버퍼들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처

리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송신단에서 부호 심볼들을 셔플링하여 전송하는 경우, 수신 데이터 경로의 복

조기와 복호기 사이에 디셔플링을 위한 추가적인 버퍼를 필요로 하게 되어, 데이터 처리 지연을 보다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송신단에 의하여 셔플링되어 송신된 데이터를 수

신하여 디셔플링함에 있어서 버퍼의 사용을 효율화하고 처리속도를 단축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레벨 변조를 사

용하는 통신시스템의 송신단에서 셔플링되어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단에서 고속으로 복구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중레벨 변조를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저

장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중레벨 변조를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디셔플링을 위해 생성된 저

장 어드레스에 따라 저장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송신단에서 셔플링되어 전송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디셔플링을 위한 순서대로 버

퍼에 저장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중레벨 복조를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송신기

에 의해 부호화된 후 셔플링되어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를 소정 변조방식에 따라 복조하여 복수의 부호심볼들로 이루어진 변조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셔플링에 대응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상기 부호심볼들을 저장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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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저장된 부호심볼들을 읽어내어 소정 부호율에 따라 복호하여 부호화 패킷들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다중레벨 복조를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송신기에 의해 부호화된 후 셔플링되어 송신된 데이

터를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수신 데이터를 소정 변조방식에 따라 복조하여 복수의 부호심볼들로 이루어진 변조심볼들을 출력하는 복조부와,

상기 셔플링에 대응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상기 부호심볼들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저장된 부호심볼들을 읽어내어 소정 부호율에 따라 복호하여 부호화 패킷들을 출력하는 복호기를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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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송신단의 채널 부호기에서 출력된 부호어 시퀀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메틱 심볼

(Systematic symbol)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패리티 심볼(parity symbol)을, 다중레벨 변조 방식의 비트간 신뢰도

차이를 고려하여 셔플링하여 전송하면, 수신단의 복조기에서 출력된 데이터를 원래대로 디셔플링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

명은 복조기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의 구조와, 상기 버퍼를 위한 저장 어드레스(Write Address)를 상기 디

셔플링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에 관련된다.

이러한 본 발명은 변조심볼내에서 비트간 신뢰도 차이가 발생하는 다중레벨 변조, 즉 8차 위상편이변조(8-ary PSK: 8-

PSK), 16차 직교진폭변조(16-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16-QAM), 64차 직교진폭변조(64-ary QAM:

64-QAM) 등과 같은 변조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적용된다. 특히 하기에서는 CDMA2000 1xEVDV 시스템의 예

를 들어 설명할 것이나, 유사한 기술적 배경 및 시스템 구성을 가지는 여타의 이동통신시스템에도 본 발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간의 변형으로 적용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하 본 명세서에서 셔플링이란 용어는 보다 중요한 부호 심볼(즉 시스티메틱 심볼)을 변조심볼 내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

는 비트 위치에 배치하고 보다 덜 중요한 부호 심볼(즉 패리티 심볼)을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에 배치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디셔플링이란 셔플링에 의해 배치된 심볼들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동작을 의미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부호어 시퀀스의 셔플링을 위한 시퀀스 매퍼를 포함하는 송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

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채널 부호기(Channel Encoder)(110)는 입력 정보 비트열(input information bit stream)을 소정의

부호율(code rate)에 따라 부호화하여 부호어 시퀀스를 출력한다. 일 예로, 상기 채널 부호기(110)로는 터보 부호기(turbo

encoder)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부호어 시퀀스를 구성하는 부호심볼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

메틱 심볼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패리티 심볼로 구분된다. 채널 인터리버(Channel Interleaver)(120)는 상기 채널

부호기(110)로부터 출력된 부호어 시퀀스를 소정의 인터리빙 규칙에 따라 인터리빙한다.

시퀀스 매퍼(Sequence Mapper)(130)는 상기 인터리빙된 부호어 시퀀스를 시스티메틱 심볼들과 패리티 심볼들로 구분하

여 셔플링하고 변조를 위해 출력한다. 다른 경우 상기 시퀀스 매퍼(130)는 인터리빙되지 않은 부호어 시퀀스를 셔플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리빙된 부호어 시퀀스와 인터리빙되지 않은 부호어 시퀀스를

구분하지 않고 부호어 시퀀스라 칭하기로 한다.

변조기(Modulator)(140)는 상기 셔플링된 부호어 시퀀스를 해당하는 변조 방식에 따라 변조하여 변조심볼들을 생성 및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변조기(140)는 8-PSK, 16-QAM, 64-QAM 등과 같은 다중레벨 변조를 지원한다. 상기 시퀀스 매

퍼(130)에 의한 셔플링 동작은 상기 변조기(140)의 변조 방식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즉, 상기 시퀀스 매퍼(130)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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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기(140)가 8-PSK, 16-QAM, 64-QAM 중 어느 한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는 변조방식에 따른 부호어 시퀀

스 셔플링 동작을 수행한다. 이는 상기 변조 방식에 따라 변조심볼의 비트 수가 달라지며 또한 변조심볼 내에서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와 보다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시퀀스 디매퍼를 포함하는 수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이러한 수신 장치는

상기 도 1에 도시된 송신 장치에 대응하는 것으로, 상기 송신 장치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응하고 상기 송신 장치의 각 구성

요소들의 역 동작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복조기(Demodulator)(210)는 상기 변조기(140)에 대응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복조한다. 상기 복

조기(210)의 출력은 저장 어드레스 생성기(Write Address Generator: WAG)(230)에 의해 발생되는 저장 어드레스에 따

라 상기 디셔플링 버퍼(De-shuffling Buffer)(220)에 저장된다. 상기 저장 어드레스 생성기(230)는 상기 시퀀스 매퍼

(130)에 대응하여, 상기 복조기(210)의 출력을 셔플링되기 이전의 원래 부호어 시퀀스로 디셔플링하여 상기 디셔플링 버

퍼(220)에 저장하기 위한 저장 어드레스를 생성한다. 상기 디셔플링 버퍼(220)의 구조와 상기 저장 어드레스 생성기(230)

의 동작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채널 디인터리버(Channel De-interleaver)(240)는 상기 채널 인터리버(120)에 대응하여, 상기 디셔플링 버퍼(220)에 저

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독출하여 디인터리빙한다. 채널 복호기(Channel Decoder)(250)는 상기 채널 부호기(110)에

대응하여, 상기 채널 디인터리버(240)의 출력을 복호화하여 출력한다. 이러한 채널 복호기(250)로는 예를 들어 터보 복호

기(turbo decoder)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디셔플링 버퍼(220)의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셔플링 동작과 디셔플링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중레벨 변조방식

에서 하나의 변조심볼을 구성하는 비트들간의 신뢰도는 서로 다르다. 이것은 I-Q 평면상에서 일정한 위치로 사상되는 변

조심볼의 각 비트들이, 잡음으로 인해 반전되어 결정될 수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 차로 인하여 서로 다른 오류 확률을 가지

기 때문이다.

8-PSK의 경우 하나의 변조심볼은 3개의 비트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2개는 동일한 신뢰도를 가지지만 나머지 하나는 보

다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 16-QAM의 경우 하나의 변조심볼은 4개의 비트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2개의 비트들은 나머지

2개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64-QAM의 경우 하나의 변조심볼은 6개의 비트들 로 구성되며, 이들 중 하나의 비트

쌍은 다른 하나의 비트 쌍보다는 높고 또 다른 하나의 비트 쌍보다는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 이때 신뢰도의 우열이 있는 비

트들의 위치는 변/복조를 위해 적용되는 신호사상(signal constellation)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송신단에서 각각 8-PSK와 16-QAM의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데이터 셔플링에 의한 심볼 매핑의 예를 도 3 및 도

4에 도시하였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부호어 시퀀스의 앞부분은 시스티메틱 심볼들로 이루어지고 뒤부분은 패리티 심볼들로 이루어진

다. 한편 8-PSK의 변조의 특성상 변조심볼 중 첫 번째 비트 위치가 나머지 2개의 비트위치들보다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할 때, 시스티메틱 심볼들은 변조심볼들의 나중 2개의 비트위치들에 우선적으로 매핑되고 패리티 심볼들은 변조심볼들의

처음 1개의 비트위치에 매핑된다. 동일한 부호어 시퀀스를 도 4에 나타낸 16-QAM 변조에 적용하면, 16-QAM의 변조심

볼 중 1,3번째 비트위치들이 2,4번째 비트위치들보다 낮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할 때, 시스티메틱 심볼들은 변조심볼들의

2,4번째 비트위치들에 우선적으로 매핑되고 패리티 심볼들은 변조심볼들의 1,3번째 비트위치들에 매핑된다.

한편 송신기에서는 전송 가능한 패킷의 길이는 왈시 부호(Walsh code)의 개수와, 점유하는 타임슬롯(time slot)의 개수

및 변조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패킷 데이터는 부호어 시퀀스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전부와 일부의 반복으로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1/5의 모부호율을 가지는 터보 부호기는 미리 정해진 크기의 부호화 패킷(Encoder Packet: EP)을 입력으

로 하여 시스티메틱 심볼 S와 제1 패리티 심볼 P0/P0'과 제2 패리티 심볼 P1/P1'로 이루어진 부호어 시퀀스를 출력하며,

패킷 데이터는 상기 S,P0,P0',P1,P1' 중 전부 또는 일부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상기 심볼들은 모두 입력 부

호화 패킷과 동일한 크기를 가진다.

도 5는 전송 가능한 패킷의 길이에 따른 패킷 데이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전송 가능한 패킷의 크기(EP Size)

는 최대 7800 비트로 정해지는 것으로 한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부호율이 0.2000이고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792, 1560 비트인 경우에는 하나의 패킷을 통해

시스티메틱 심볼 S와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들 P0/P0', P1/P1' 전체를 전송 가능하므로, 이들 "전부" 또는 "전부와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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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반복하여 매 재전송시마다 사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패킷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런데 부호화 패킷의 크기

가 2328, 3096, 3864 비트인 경우 일부 비트들은 항상 제외(de-select)되며, 패킷데이터는 부호어 시퀀스의 "선택된 일

부" 또는 "선택된 일부의 반복"만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경우 수신단에서는 상기 선택된 일부만을 가지고 원래의 정보 비트

열을 복구한다.

부호화 패킷의 크기를 N EP 라 할 때, 1/5의 부호율을 가지는 터보 부호기를 사용하는 송신기에서 생성하는 부호어 시퀀스

는 5*N EP 의 길이를 갖게 된다. 전송 가능한 패킷의 길이를 7800 비트이므로,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792, 1560인

경우, 상기 부호어 시퀀스 전체(5*N EP )가 패킷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 3096, 3864인 경우에는 상기 부호어 시퀀스의 일부만이 선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156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패킷 데이터는 S, P, P0', P1, P1'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부호

화 패킷의 크기가 2328일 경우에는 S, P0, P0' 전체와 P1, P1'의 일부만으로 이루어지며,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096,

3864인 경우에는 S, 전체와 P0, P0' 일부만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복호기에서 원래의 정보 비트열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시스티메틱 심볼과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들 모두가

필요하다. 만일 이들 심볼들을 모두 하나의 메모리에 저장하게 된다면, 복호기에서 필요한 모든 심볼들을 읽어내는데 3회

의 심볼 클럭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시스티메틱 심볼은 패리티 심볼과는 다른 메모리에 저장하고, 동일

한 구성 복호기(Constituent Decoder)에 의해 독출되는 P0/P'0과 P1/P1'도 서로 다른 메모리에 저장함으로써 복호속도를

더욱 향상시킨다.

수신단에서는 복조된 패킷 데이터를 시스티메틱 심볼과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로 구분하여 저장하기 위해, 세 개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Random Access Memory: RAM)들로 구성된 디셔플링 버퍼(220)를 사용한다. 상기 메모리들은 시스티메

틱 심볼 S와 제1 패리티 심볼 P0,P0' 및 제2 패리티 심볼 P1,P1'을 각각 저장한다. 이로써 복호기(250)는 상기 메모리들로

부터 S와 P0/P0' 및 P1/P1'을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수신단에서 패킷 데이터를 시스티메틱 심볼과 패리티 심볼으로 구분하여 저장하기 위한

디셔플링 버퍼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시스티메틱 심볼을 저장하기 위한 제1 메모리(QRAM0)(232)는 최대 크기의 시스티메틱 심볼을 저

장할 수 있도록 3864비트의 크기를 가지며, 패리티 심볼을 저장하기 위한 제2 및 제3 메모리들(QRAM1,QRAM2)

(234,236)은 전체로서 수신되는 최대 크기의 패리티 심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각각 3120비트의 크기를 가진다.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비트인 경우 408비트의 시스티메틱 심볼 S는 제1 메모리(232)에 저장되고 816비트의 제1 패리

티 심볼 P0/P0'은 제2 메모리(234)에 저장되며 816비트의 제2 패리티 심볼 P1/P1'은 제3 메모리(236)에 저장된다. 부호

화 패킷의 크기가 792비트인 경우 792비트의 시스티메틱 심볼 S는 제1 메모리(232)에 저장되고 1584비트의 제1 패리티

심볼 P0/P0'은 제2 메모리(234)에 저장되며 1584비트의 제2 패리티 심볼 P1/P1'은 제3 메모리(236)에 저장된다.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1560비트인 경우 1560비트의 시스티메틱 심볼 S는 제1 메모리(232)에 저장되고 3120비트의 제1 패리티

심볼 P0/P0'은 제2 메모리(234)에 저장되며 3120비트의 제2 패리티 심볼 P1/P1'은 제3 메모리(236)에 저장된다.

반면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비트 이상인 경우 패킷 데이터의 길이 제한으로 인하여 패리티 심볼 전체가 수신되지 않

으므로 제2 및 제3 메모리(234,236)를 통합하여 제1 패리티 심볼 PO/PO'전체 또는 일부를 저장한다. 이는 터보 복호기의

특성상 시스티메틱 심볼과 제1 패리티 심볼 PO/PO'만을 가지고도 원래의 정보 비트열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제2 패리티 심볼 PO/PO'의 수신된 일부(408*2비트)를 제2 및 제3 메모리들(234,236)의 남겨진 부분들에 저장하면 제1

패리티 심볼 PO/PO'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복호성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비트인 경우 2328비트의 시스티메틱 심볼 S는 제1 메모리(232)에 저

장되고 2328*2비트의 제1 패리티 심볼 P0/P0'은 제2 메모리(234)와 제3 메모리(236)에 나누어 저장되며, 제2 패리티 심

볼 P1/P1'의 일부(408비트)는 제2 메모리(234)와 제3 메모리(236)의 남겨진 부분에 나누어 저장된다. 부호화 패킷의 크

기가 3096비트인 경우 3096비트의 시스티메틱 심볼 S는 제1 메모리(232)에 저장되고 3096*2비트의 제1 패리티 심볼

P0/P0'은 제2 메모리(234)와 제3 메모리(236)에 나누어 저장된다.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864비트인 경우 3864비트의

시스티메틱 심볼 S는 제1 메모리(232)에 저장되고 3864*2비트의 제1 패리티 심볼 P0/P0'의 일부(1968*2비트)는 제2 메

모리(234)와 제3 메모리(236)에 나누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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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저장 어드레스 생성기(230)의 동작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수신기에서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변조심볼에 대한 디셔플링 과정이, 디셔플링 버퍼(220)의 저장 어드레

스 생성에 따른 데이터의 저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복조된 패킷 데이터를 디셔플링 버퍼(220)에 저장하기 위한

어드레스 생성 절차는 하기와 같이 나누어진다: 1) 디셔플링 버퍼의 구조에 관계없이 데이터 디셔플링만을 고려한 임시 어

드레스(Temporary Address: TA)의 생성과, 2) 디셔플링 버퍼가 시스티메틱 심볼과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에 따라 3개

의 메모리들에 구성됨을 고려한 최종 저장 어드레스(Write Address: WA)의 생성이다. 따라서 상기 저장 어드레스 생성기

(230)는 임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부분과 최종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데이터의 셔플링 및 디셔플링은 8-PSK 이상의 다중레벨 변조에 관련된 것이나 하기에서는 QPSK와 8-PSK 및 16-QAM

을 위한 어드레스의 생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는 송신기에서 데이터의 전송시마다 무선채널의 상태 등에 따라 QPSK와

8-PSK 및 16-QAM 중 하나를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수신기에서는 이들 변조방식 모두를 지원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1) 임시 어드레스 TA의 생성

임시 어드레스 TA는 복조된 심볼들의 디셔플링 과정을 어드레스 생성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변조 방식에 따라 생성된

다. 하기의 <수학식 1> 내지 <수학식 2>에 각각 QPSK와 8-PSK 및 16-QAM에 따른 임시 어드레스의 생성식을 나타내었

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3

상기 수학식들에서 SA는 수신된 패킷 데이터의 인덱스에 따른 시작 어드레스이고, mi는 변조심볼의 인덱스, ci는 변조심

볼을 구성하는 부호심볼의 인덱스이다. 즉, 어떤 mi에 대하여 ci는 QPSK인 경우 0, 1의 값을 가지며, 8-PSK인 경우 0, 1,

2의 값을 가지고, 16-QAM인 경우 0, 1, 2, 3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N SP 는 수신된 패킷 데이터의 길이를, P MAX 는 부

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부호화 시퀀스를 가지고 패킷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사용한 최대 비트 인덱스를 의미한다. 즉, P

MAX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하 N EP 라 칭함.)가 408, 792, 1560이면 5*N EP 이고,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 3096,

3864이면 전송 가능한 패킷 데이터의 최대 크기(앞서 언급한 예의 경우 7800비트)이다. 또한 mod는 모듈로-연산

(Modulo operation)을 의미한다.

먼저 도 7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QPSK를 위한 임시 어드레스 TA를 생성하는 제1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314)의 구

조를 나타내었다. QPSK의 경우 데이터 셔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 1>에 따라 디셔플

링없이 동작한다.

즉, 복조기(210)에서 복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클럭 CODE_SYM_VALID가 인가될 때마다, 카운터(310)는 13비트의

시작 어드레스 SA로부터 1씩 카운트하여 14비트의 SA, SA+1, SA+2, ...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그러면 모듈로

(Modulo) 연산기(320)는 상기 카운터(310)의 출력을 최대 비트 인덱스 PMAX을 가지고 모듈로-연산하여 13비트의 임시

어드레스 TA로서 출력한다.

소정의 mi 및 ci에 대하여 상기 제1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314)에 의해 발생된 임시 어드레스 TA를 도 8에 나타내었다. 도

시한 바와 같이 QPSK를 위한 임시 어드레스 TA는 단순히 순차적인 카운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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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8-PSK를 위한 임시 어드레스 TA를 생성하는 제2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334)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 2>에 따라 디셔플링을 수행한다.

즉, 복조기(210)에서 클럭 CODE_SYM_VALID가 인가될 때마다 제1 내지 제4 카운터들(320,322,324,326)은 서로 다른

부호심볼 인덱스(ci)를 병렬로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카운터(320)는 0으로 시작하여 2비트의 0, 1, 2, 0, 1, 2, ...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2 카운터(322)는 "SA+(2/3)NEP"로 정의되는 IA로 시작하여, 14비트의 IA, IA, IA, IA+1,

IA+1, IA+1, IA+2, IA+2, IA+2...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3 카운터(324)는 SA로 시작하여, 14비트의 SA, SA,

SA, SA+2, SA+2, SA+2, SA+4, SA+4, SA+4...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4 카운터(326)는 SA로 시작하여, 14

비트의 SA+1, SA+1, SA+1, SA+3, SA+3, SA+3, SA+5, SA+5, SA+5...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선택기(328)는 상기 제1 카운터(320)의 출력에 따라 상기 제2 내지 제4 카운터들(322,324,326)의 출력들 중 하나를 선택

한다. 그러면 모듈로 연산기(330)는 상기 선택된 출력을 PMAX을 가지고 모듈로-연산하여 13비트의 임시 어드레스 TA8-

PSK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제2 내지 제4 카운터들(322,324,326)의 출력들은 각각 ci가 0, 1, 2인 경우에 해당하는 임

시 어드레스 값이 된다.

소정의 mi 및 ci에 대하여 상기 제2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에 의해 발생된 임시 어드레스 TA를 도 10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10은 SA = 0이고 N SP = 30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mi = 0, ci = 0인 경우 상기 <수학식 2>에 의해 임시 어드레스

TA는 2*N SP /3 = 20의 값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mi = 0, ci = 1인 경우에는 임시 어드레스 TA는 0의 값을 갖는다. 즉,

임시 어드레스 TA는, ci = 0인 경우 2*N SP /3을 초기값으로 하여 mi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ci가 0이 아닌 경

우 0을 초기값으로 하여 mi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갖게 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16-QAM을 위한 임시 어드레스 TA을 생성하는 제3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350)의 구조

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 3>에 따라 디셔플링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제3 임시 어드레스 생

성기(350)는 앞서 언급한 제2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322)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즉, 복조기(210)에서 클럭 CODE_SYM_VALID가 인가될 때마다 제1 내지 제3 카운터들(340,342,344)은 서로 다른 부호

심볼 인덱스(ci)를 병렬로 생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1 카운터(340)는 1비트의 0, 1, 0, 1,...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2 카운터(342)는 "SA+NEP/2"로 정의되는 IA로 시작하여, 14비트의 IA, IA, IA+1, IA+1, IA+2, IA+2,...을 순차적으

로 출력한다. 상기 제3 카운터(344)는 SA로 시작하여, 14비트의 SA, SA, SA+1, SA+1, SA+2, SA+2...을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선택기(346)는 상기 제1 카운터(340)의 출력에 따라 상기 제2 및 제3 카운터들(342,344)의 출력들을 번갈아 가며 선택한

다. 그 후 모듈로 연산기(348)는 상기 선택된 출력을 PMAX을 가지고 모듈로-연산하여 13비트의 임시 어드레스 T16-QAM

으로서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제2 및 제3 카운터들(342,344)의 출력들은 각각 "ci mod 2"가 0, 1인 경우에 해당하는 임

시 어드레스 값이 된다.

소정의 mi 및 ci에 대하여 상기 제3 임시 어드레스 생성기(350)에 의해 발생된 임시 어드레스 TA을 도 12에 나타내었다.

상기 도 12는 SA = 0이고 N SP = 40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mi = 0, ci = 0인 경우 TA = NSP/2 = 20이고, mi = 0, ci

= 1인 경우 TA = 0이다. 그리고 mi = 0, ci = 2인 경우 TA = 21이고, mi = 0, ci = 3인 경우 TA = 1이다.

즉, 16-QAM의 경우 생성되는 임시 어드레스 TA은 ci가 짝수인 경우에는 N SP /2를 초기값으로 하여 mi에 따라 순차적으

로 증가하게 되고, ci가 홀수인 경우에는 0을 초기값으로 하여 mi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갖게 된다.

2) 최종 어드레스 WA의 생성

최종 어드레스 WA의 생성은 디셔플링 버퍼의 구조와 관련된다. 즉, 도 2를 참조하면, 터보 복호기(260)를 구성하는 구성

복호기들이 하나의 정보 심볼을 복호하기 위해 디셔플링 버퍼(220)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과정에서, 시스티메틱 심볼

과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들을 동시에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셔플링 버퍼(220)는 3개

의 메모리들(232,234,236)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각각의 메모리에는 시스티메틱 심볼과 두 가지의 패리티 심볼들이 각

각 나누어 저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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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1)에서 생성된 임시 어드레스 TA에 저장될 데이터가 시스티메틱 심볼인지 또는 패리티 심볼인지에

따라 데이터가 저장될 메모리를 선택하고, 임시 어드레스를 최종 어드레스로 변환한다. 게다가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호화 패킷의 크기에 따라 디셔플링 버퍼의 각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부호화 패킷의 크기 NEP = 408, 792, 1560인 경우에는 수신된 패킷 데이터가 S, P0, P0', P1, P1'에 해당하는 모든 심

볼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부호화 패킷의 크기 NEP = 2328, 3096, 3864인 경우에는 수신된 패킷 데이터가 S, P0, P0', P1,

P1'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어드레스의 생성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기의 <수학식 4>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또는 792 또는 1560비트인 경우 1)에서 생성된 임시 어드레스(TA1)를

이용하여 최종 어드레스 WA를 생성하는 생성식을 나타낸 것이다.

수학식 4

하기의 <수학식 5>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비트인 경우 임시 어드레스 TA를 이용하여 최종 어드레스 WA를 생성하

는 생성식을 나타낸 것이다.

수학식 5

하기의 <수학식 6>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3096 또는 3864비트인 경우 임시 어드레스 TA를 이용하여 최종 어드레스

WA를 생성하는 생성식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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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상기 수학식들에서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N EP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고, WA는 디셔플링 버퍼(220)에 복조 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한 최종 저장 어드레스이다. 또한 RAM_CS는 해당 심볼을 저장하도록 선택된 메모리를 나타내는 칩 선택

신호이므로, WA는 해당 메모리에서의 어드레스에 해당하게 된다. 각 부호화 패킷 크기와 임시 어드레스에 따라 현재 저장

해야 할 심볼이 S, P0, P0', P1, P1'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입력 심볼이 디셔플링 버퍼를

이루는 어느 메모리의 어떠한 어드레스에 저장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408 또는 792 또는 1560비트인 경우에 최종 어드레스 WA1을 생

성하는 제1 최종 어드레스 생성기(418)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 4>에 따라 최종 어드

레스 WA1를 생성한다.

즉, 비교기(Comparator)(410)는 3개의 입력들 a,b,c에 대하여 a<b인 경우 0을 출력하고, a<c인 경우 1을 출력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 2를 각각 2비트로 출력한다. 상기 3개의 입력들 a,b,c로는 각각 임시 어드레스 TA와 부호화 패킷의 크기

NEP와 3배의 부호화 패킷 크기 3NEP가 접속된다. 이에 따른 상기 비교기(410)의 출력은 2비트의 메모리 선택 신호 RAM_

CS가 된다.

또한 제1 가산기(412)는 상기 임시 어드레스 TA에서 상기 부호화 패킷 크기 NEP를 감산하여 출력하며, 제2 가산기(414)

는 상기 임시 어드레스 TA에서 상기 3배의 부호화 패킷 크기 3NEP를 감산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선택기(416)는 상기 비

교기(410)의 출력에 따라 상기 임시 어드레스 TA와 상기 제1 가산기(412)의 출력 "TA-NEP"과 상기 제2 가산기(414)의

출력 "TA-3NEP"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비트의 최종 어드레스 WA1로서 출력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부호화 패킷의 크기가 2328 또는 3096 또는 3864비트인 경우에 최종 어드레스 WA2를

생성하는 제2 최종 어드레스 생성기(444)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 5,6>에 따라 최종

어드레스 WA2를 생성한다.

즉, 비교기(420)는 3개의 입력들 a,b,c에 대하여 a<b인 경우 0을 출력하고, a<c인 경우 1을 출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2

를 출력한다. 상기 3개의 입력들 a,b,c로는 각각 임시 어드레스 TA와 부호화 패킷의 크기 NEP와 3배의 부호화 패킷 크기

3NEP가 접속된다. 이에 따른 상기 비교기(410)의 출력은 제1 선택기(434)의 선택신호 및 제1 입력으로서 제공된다.

제1 가산기(422)는 상기 임시 어드레스 TA에서 상기 부호화 패킷 크기 NEP를 감산하여 출력하며, 제2 가산기(424)는 상

기 임시 어드레스 TA에서 상기 3배의 부호화 패킷 크기 3NEP를 감산하여 출력한다. 제1 최하위비트(Least Significant

Bit: LSB) 추출기(426)는 상기 제1 가산기(422)의 출력 "TA-NEP"을 2로 모듈로-연산하여 제1 최하위 비트 "(TA-NEP)

mod 2"를 검출하고 이를 제3 가산기(430)로 제공하며, 제2 최하위비트(LSB) 추출기(428)는 상기 제2 가산기(424)의 출

력 "TA-NEP"을 2로 모듈로-연산하여 제2 최하위 비트 "(TA-3NEP) mod 2"를 검출하고 이를 제4 가산기(432)로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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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3 가산기(430)는 상기 비교기(420)의 출력에서 상기 제1 최하위 비트를 감산하여 상기 제1 선택기(434)의 제2 입

력으로서 제공하고, 상기 제4 가산기(432)는 상기 비교기(420)의 출력에서 상기 제2 최하위 비트를 감산하여 상기 제1 선

택기(434)의 제3 입력으로서 제공한다. 그러면 제1 선택기(434)는 상기 비교기(420)의 출력에 따라 상기 비교기의 출력

(0,1,2)과 상기 제3 가산기(430)의 출력과 상기 제4 가산기(432)의 출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2비트의 메모리 선택신호

RAM_CS로서 출력한다.

한편 상기 비교기(420)의 출력은 제2 선택기(442)의 선택신호로서 제공된다. 상기 제2 선택기(442)의 제1 입력은 상기 임

시 어드레스 TA이고, 제2 입력은 상기 제1 가산기(422)의 출력을 제1 제산기(436)에 의해 2로 나눈 결과이고, 제3 입력

은 상기 제2 가산기(424)의 출력을 제2 제산기(438)에 의해 2로 나누고 제5 가산기(440)에 의해 2328만큼 가산된 결과이

다. 상기 제2 선택기(442)는 상기 비교기(420)의 출력에 따라 상기 임시 어드레스 TA와 상기 제1 제산기(436)의 출력 "

(TA-NEP)/2"과 상기 제5 가산기(440)의 출력 "(TA-NEP)/2+2328" 중 하나를 선택하여 12비트의 최종 어드레스 WA로

서 출력한다.

도 15 내지 도 17은 변조방식에 따라 도 8,도 10,도 12에 나타낸 임시 어드레스를 입력으로 하여 생성된 최종 어드레스와

메모리 선택 신호 RAM_CS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부호화 패킷의 크기는 실제 값이 아닌 매우 작은

값으로 하였고, 최종 어드레스 생성식으로는 N EP = 408, 792, 1560인 경우를 나타낸 <수학식 4>를 사용하였다. N EP =

2328, 3096, 3864인 경우의 최종 어드레스 또한 앞서 언급한 <수학식 5> 및 <수학식6>에 따라 유사하게 생성된다.

먼저 도 15는 QPSK의 경우, 입력되는 임시 어드레스 TA에 따른 메모리 선택 신호 RAM_CS와 최종 어드레스 WA를 나타

낸 도면이다. 여기서 NEP는 5인 것으로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QPSK의 경우에는 임시 어드레스 TA가 순차적으로 생성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입력되는 임시 어드레스 TA를 부호화 패킷 크기 N EP 와 비교하면서 메모리 선택 신호 RAM_CS

및 선택된 메모리에서의 최종 어드레스 WA가 발생된다.

도 16은 8-PSK의 경우, 입력되는 임시 어드레스 TA를 N EP 및 3*N EP 와 비교하여 메모리 선택 신호 RAM_CS와 최종 어

드레스 WA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NEP는 8인 것으로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8-PSK의 경우에는 불연속적으로 입력

되는 임시 어드레스 TA는 N EP 및 3*N EP 와 각각 비교되고 이의 결과에 따라 임시 어드레스 TA에서 N EP 또는 3*N EP

를 뺀 값이 최종 어드레스 WA가 된다.

도 17은 16-QAM의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여기서 NEP는 10인 것으로 하면, 도 16에 나타낸 바와 유사한 동작에 따라

메모리 선택 신호 RAM_CS 및 최종 어드레스 WA가 발생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변조방식과 부호화 방식

과 패킷 데이터의 길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즉, 본 발명이 실시 예에서는 다중레벨 복조방법에서 16QAM 이하의 복조방식만을 개시

하였으나 16QAM보다 큰, 예를 들면 64QAM, 복조방식에서도 본 발명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구현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

실이다. 또한 이상에서는 복호속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신 버퍼를 3개의 메모리들로 분리하는 구성 및 그 동작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서는 단지 1개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앞서 설명한 임시 어드레스만을 이

용하여 디셔플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는 최종 어드레스의 생성 절차가 필요치 않게 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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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레벨 변조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어 시퀀스의 시스티메틱 심볼과 패리티 심볼간 신뢰도 차이를 고려하여

셔플링하여 전송함으로써 전송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경우, 수신단에서 이를 고속으로 디셔플링하여 원래의 부호어 시퀀스

를 복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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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셔플링 버퍼에서 시스티메틱 심볼과 패리티 심볼을 분리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복호기에서 상기 시스티메틱 심볼과

상기 패리티 심볼을 동시에 읽어 복호함으로써 복호속도를 더욱 향상시킨다. 게다가 패리티 심볼의 크기가 큰 경우 일부만

을 패리티 심볼을 위한 메모리들에 분리하여 저장함으로써 메모리의 용량을 절약한다.

또한 시퀀스 디매퍼를 사용하는 대신 복조된 데이터를 디셔플링 규칙에 따라 디셔플링 버퍼에 저장하고, 복호기에서는 이

를 순서대로 읽어냄으로써 디셔플링 속도를 향상시키고, 시퀀스 디매핑을 위한 별도의 버퍼에 대한 필요를 제거한다. 따라

서 본 발명은 고속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레벨 복조를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채널 부호화된 후 셔플링되어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서 셔플링이란, 보다 중요한 부호 심볼을 변조심볼 내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에 배치하고 보다 덜 중요한 부호

심볼을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에 배치하는 동작을 의미하며,

수신 데이터를 소정 복조방식에 따라 복조하여 각각 소정 개의 부호심볼들로 이루어진 복조심볼들을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복조방식과 디셔플링 메모리의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된 상기 셔플링에 대응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상기 부호심

볼들을 디셔플링 하는 과정과, 여기서 상기 디셔플링 메모리에는 상기 부호심볼들이 디셔플링되면서 저장되고,

상기 디셔플링된 심볼들을 소정 복호율에 따라 복호하여 패킷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심볼들을 디셔플링하는 과정은, 상기 복조방식에 따라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된 저장 어

드레스들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들에 상기 부호심볼들을 각각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여기서 상기 WA는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SA는 수신 데이터의 인덱스에 따른 시작 어드레스이고, 상기 mi는 복조심볼

인덱스이고, 상기 ci는 복호심볼 인덱스이이고, 상기 N SP 는 수신 데이터의 길이이고, 상기 P MAX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

에 따라 수신 데이터에 포함된 하나의 부호어 시퀀스를 나타내는 최대 비트 인덱스이고, 상기 mod는 모듈로-연산을 의미

함.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심볼들을 디셔플링하는 과정은,

상기 복조심볼들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메틱 심볼들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패리티 심볼들로 구분하여

분리된 메모리들에 각각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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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심볼들을 디셔플링하는 과정은,

상기 복조방식을 고려하여 상기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임시 어드레스들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메모리들을 고려하여 상기 임시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을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들에 해당하는 상기 분리된 메모리들의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들에 상기 부호심볼들을 각각 저

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심볼들을 디셔플링하는 과정은,

상기 부호심볼들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메틱 심볼들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들

로 구분하여 분리된 제1 내지 제3 메모리들에 각각 저장하기 위하여,

상기 복조방식을 고려하여 상기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임시 어드레스들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임시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을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에 해당하는 메모리 영역들에 상기 부호심볼들을 각각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어드레스들은, 상기 복조방식에 따라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SA는 수신 데이터의 인덱스에 따른 시작 어드레스이고, 상기 mi는 복조심볼

인덱스이고, 상기 ci는 복호심볼 인덱스이이고, 상기 N SP 는 수신 데이터의 길이이고, 상기 P MAX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

에 따라 수신 데이터에 포함된 하나의 부호어 시퀀스를 나타내는 최대 비트 인덱스이고, 상기 mod는 모듈로-연산을 의미

함.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들의 크기가 408 또는 792 또는 1560비트인 경우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은, 하기의 수

학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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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N EP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고, 상기 S는 시스티메틱 심볼들이고, 상기 P0/

P0'은 제1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P1/P1'은 제2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WA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MEM_CS는 메모리 선택 신호이고, 상기 MEM0,1,2는 각각 제1, 제2, 제3 메모리임.

청구항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들의 크기가 2328비트인 경우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N EP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고, 상기 S는 시스티메틱 심볼들이고, 상기 P0/

P0'은 제1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P1/P1'은 제2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WA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MEM_CS는 메모리 선택 신호이고, 상기 MEM0,1,2는 각각 제1, 제2, 제3 메모리임.

청구항 9.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들의 크기가 3096 또는 3864비트인 경우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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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N EP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고, 상기 S는 시스티메틱 심볼들이고, 상기 P0/

P0'은 제1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P1/P1'은 제2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WA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MEM_CS는 메모리 선택 신호이고, 상기 MEM0,1,2는 각각 제1, 제2, 제3 메모리임.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방식은 3차(3-order) 이상의 복조레벨을 가지는 다중레벨 복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11.

다중레벨 복조를 지원하는 통신시스템에서 채널 부호화된 후 셔플링되어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여기

서 셔플링이란, 보다 중요한 부호 심볼을 변조심볼 내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에 배치하고 보다 덜 중요한 부호

심볼을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비트 위치에 배치하는 동작을 의미하며,

수신 데이터를 소정 복조방식에 따라 복조하여 소정 개수의 부호심볼들로 이루어진 복조심볼들을 출력하는 복조부와,

상기 셔플링에 대응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상기 부호심볼들을 저장하는 저장부와, 여기서 상기 디셔플링 순서는 상기

복조방식과 상기 저장부이 구조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상기 저장된 부호심볼들을 읽어내어 소정 복호율에 따라 복호하여 패킷을 출력하는 복호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복조방식에 따라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들에 해당하는 메모

리 영역들에 상기 부호심볼들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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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WA는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SA는 수신 데이터의 인덱스에 따른 시작 어드레스이고, 상기 mi는 복조심볼

인덱스이고, 상기 ci는 복호심볼 인덱스이이고, 상기 N SP 는 수신 데이터의 길이이고, 상기 P MAX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

에 따라 수신 데이터에 포함된 하나의 부호어 시퀀스를 나타내는 최대 비트 인덱스이고, 상기 mod는 모듈로-연산을 의미

함.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부호심볼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메틱 심볼들을 저장하는 제1 메모리와,

상기 제1 메모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기 부호심볼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패리티 심볼들을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 메모리와,

상기 부호심볼들이 출력될 때마다,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모리 선택신호와, 상기 셔플링에 대응

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상기 선택된 메모리에 상기 부호심볼을 저장할 메모리 영역을 지시하는 저장 어드레스를 발생

하는 저장 어드레스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어드레스 발생기는,

상기 변조방식을 고려하여 상기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임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임시 어드레스 발생기와,

상기 분리된 메모리들을 고려하여 상기 임시 어드레스를 가지고 상기 메모리 선택신호와 상기 저장 어드레스를 최종적으

로 생성하는 최종 어드레스 발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부호심볼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티메틱 심볼들을 저장하는 제1 메모리와,

상기 제1 메모리와 분리되어 있으며 상기 부호심볼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제1 및 제2 패리티 심볼들을 각각 저장

하는 제2 및 제3 메모리와,

상기 부호심볼들이 출력될 때마다, 상기 복조방식을 고려하여 상기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임시 어드레스를 생성하는 임시

어드레스 발생기와,

상기 제1 및 제2 메모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모리 선택신호와, 상기 셔플링에 대응하는 디셔플링 순서에 따라 상기 선

택된 메모리에 상기 복호심볼을 저장할 메모리 영역을 지시하는 저장 어드레스를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최종 어드레스 발

생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임시 어드레스들은, 상기 복조방식에 따라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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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SA는 수신 데이터의 인덱스에 따른 시작 어드레스이고, 상기 mi는 복조심볼

인덱스이고, 상기 ci는 복호심볼 인덱스이이고, 상기 N SP 는 수신 데이터의 길이이고, 상기 P MAX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

에 따라 수신 데이터에 포함된 하나의 부호어 시퀀스를 나타내는 최대 비트 인덱스이고, 상기 mod는 모듈로-연산을 의미

함.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들의 크기가 408 또는 792 또는 1560비트인 경우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여기서 상기 S는 시스티메틱 심볼들이고, 상기 P0/P0'은 제1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P1/P1'은 제2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WA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MEM_CS는 메모리 선택 신호이고, 상기 MEM0,1,2는 각각 제1,

제2, 제3 메모리임.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들의 크기가 2328비트인 경우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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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N EP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고, 상기 S는 시스티메틱 심볼들이고, 상기 P0/

P0'은 제1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P1/P1'은 제2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WA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MEM_CS는 메모리 선택 신호이고, 상기 MEM0,1,2는 각각 제1, 제2, 제3 메모리임.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 패킷들의 크기가 3096 또는 3864비트인 경우 상기 저장 어드레스들은, 하기의 수학식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여기서 상기 TA는 임시 어드레스이고, 상기 N EP 는 부호화 패킷의 크기이고, 상기 S는 시스티메틱 심볼들이고, 상기 P0/

P0'은 제1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P1/P1'은 제2 패리티 심볼들이고, 상기 WA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저장 어드레스이고,

상기 MEM_CS는 메모리 선택 신호이고, 상기 MEM0,1,2는 각각 제1, 제2, 제3 메모리임.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조방식은 3차(3-order) 이상의 복조레벨을 가지는 다중레벨 변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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