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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UMTS 시스템의 터보 부호화기내 인터리버에 있어서, 인터리버 동작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레지스터부와,
상기 레지스터부로부터 제공되는 행간치환 패턴,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 행내치환용 기본수열을 이용하여 최종
인터리빙된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계산부, 상기 터보 부호화기로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해 두었다
가 상기 주소 계산부에서 생성된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저장부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상기 주소 계산부는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와,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가 행내치환 패턴 계산시에 중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레지스터부로부터 행간치환 패턴 해당값과 행
내치환용 기본수열의 해당값을 취하여 인터리빙된 주소를 계산하는 출력 주소 생성부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터보부호화기, UMTS, 인터리버, 행/열변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터보 부호화기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블록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의 상세 회로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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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시스템의 터보 부호화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cation Sy
stem) 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및 인터리빙 수행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성시스템, ISDN(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디지털 셀룰라, W-CDMA(Code Division Mul
tiple Access), IMT-2000(CDMA 2000) 등과 같은 무선 통신시스템의 부화기로는 터보부호(Turbo code)를 사용하
는 부호화기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에는 인터리버가 포함되는데, 이 인터리버는 부호화기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랜덤화함으로써 코드워드의 디스턴스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터보 부호화기의 성능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 1은 통상적인 터보 부호화기의 블록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터보 부호화기(106)는
입력 프레임 데이터 dk를 부호화하여 Y1k로 출력하는 제1구성 부호화기(constituent encoder)(102)와, 상기 입력
프레임 데이터 dk를 인터리빙하는 인터리버(interleaver)(100)와, 상기 인터리버(100)의 출력을 부호화하여 Y2k로
출력하는 제2구성 부호화기(104)를 구성된다. 즉, 터보 부호화기(106)는 입력 프레임 데이터 dk를 부호화 처리하지
않고 바로 Xk로 출력할 뿐만 아니라 부호화 처리하여 Y1k를 출력하고, 인터리빙 및 부호화 처리하여 Y2k를 출력한
다. 이중 상기 인터리버(100)는 입력되는 데이터의 프레임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출력하며, 상기 제2구성
부호화기(104)로 입력되는 데이터 비트의 입력 순서를 변경시킴으로써 데이터 비트들 사이의 상관을 줄이게 된다.
이하 상기 인터리버(100)의 동작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터리버(100)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행(Row)과 열(Column)로 구성된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저장시킨 후 입력
되는 데이터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 인터리빙 변수값을 초기화 한다. 즉, 인터리버(100)는 행렬 매트릭스의 행 인덱스
j, 행렬 매트릭스의 열 인덱스 i, 상기 입력 데이터 수 K에 따른 행 수 R과 열 수 C 뿐만아니라 입력 데이터의 인터리빙
수행을 위한 행간/행내치환을 위한 소수(prime number; 이하 "제산 계수"로 칭함) p와 원시근(primitive root) μ등
과 같은 각종 변수값을 메모리내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 수에 대응되는 값으로 설정한다.
즉, 만일 상기 입력데이터 수가 K= 40이라고 한다면, 상기 각각의 변수는 각각 R= 5, C= 8, p= 7, μ= 3 등으로 정해
지게 된다. 그러면 인터리버(100)는 상기 입력데이터를 하기의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5×8행렬로 메모리상
에 위치 시킨다.
[표 1]

이어 인터리버(100)는 상기 [표 1]에서와 같이 위치된 입력 데이터의 행과 열중 먼저 행에 대해 인터리빙 동작을 수
행한다. 이때 인터리버(100)는 상기 행에 대한 인터리빙 동작을 위해 행간치환(inter-row) 패턴[T(j)]를 결정하게 된
다. 상기 치환패턴이라 함은 입력 데이터의 행간 인터리빙을 위한 함수로써 상기 입력데이터 수 K에 따라 아래의 [수
학식 1]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1
T(j)=pat4 (40≤k≤159)
=pat3 (160≤k≤200)
=pat1 (201≤k≤480)
=pat3 (481≤k≤530)
=pat1 (531≤k≤2280)
=pat2 (2281≤k≤2480)
=pat1 (2481≤k≤3160)
=pat2 (3161≤k≤3210)
=pat1 (3211≤k≤5114)
단, pat1= {19,9,14,4,0,2,5,7,12,18,10,8,13,17,3,1,16,6,15,11}
pat2= {19,9,14,4,0,2,5,7,12,18,16,13,17,15,3,1,6,11,8,10}
pat3= {9,8,7,6,5,4,3,2,1,0}
pat4= {4,3,2,1,0}
이어 인터리버(100)는 상기 T(j)치환 패턴값에 따라 원본 행렬의 T(j)번째 행을 새로운 행렬의 j번째에 복사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을 변경시키게 된다. 즉, 입력 데이터 수 K가 "40"임에 따라 T(j)값은 pat4가 선택되며, 상기 선택된
치환 수열값에 따라 행변환된 입력 데이터의 행렬을 도시한 하기 [표 2]에서와 같이, 상기 원본 행렬의 4행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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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행렬의 0번째 행으로, 3행의 데이터는 새로운 행렬의 1번째 행으로, 2행의 데이터는 새로운 행렬의 2번째
행으로, 1행의 데이터는 새로운 행렬의 3번째 행으로, 0행의 데이터는 새로운 행렬의 4번째 행으로 각각 위치시키게
된다.
[표 2]

이어 인터리버(100)는 행내치환을 위한 치환수열들인 최소 소수 수열(minimum prime integer sequence) [q(j)], 치
환후 소수 수열(permuted prime integer sequence) [r(j)], 행내치환용 기본수열(inter-row permutation basic se
quence) [s(i)]를 아래의 [수학식 2]에 따라 차례로 구하게 된다.
수학식 2
g.c.d{q(j),p-1} = 1, q(j)＞6, q(j)＞q(j-1), q=1,2,...,R-1 , q(0)=1
(단, g.c.d는 최대공약수)
r[T(j)]= q(j), j= 0,1,...,R-1.
s(i)=[μ×s(i-1)]mod p, i=1,2,...,(p-2)., s(0)=1
그리고 인터리버(100)는 행간/행내치환을 위한 최종 행내치환 패턴U
하여 아래의 [수학식 3]에서와 같이 구하게 된다.

1. U

j

j

(i)를 상기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을 이용

수학식 3
(i)= s{[i×r(j)]mod (p-1)}, i=0,1,2,...,p-2, U(p-1)=0, U(p)=p (C=p인경우)

2. U j (i)= s{[i×r(j)]mod (p-1)}, i=0,1,2,...p-2, U(p-1)=0, U(p)=p
(C=p+1 인 경우) 단, K=C×R 인 경우 행내 치환 후, U r-1 (p)와 U r-1 (0)을 교환
3. U j (i)= s{[i×r(j)]mod (p-1)}-1, i=0,1,2,...p-2, (C=p 인 경우)
즉, 상기 최종 행내치환 패턴U j (i)값은 각 열에 대해 아래의 [수학식 4]에서와 같이 구해지게 된다.

U

0

수학식 4
(i)= s(17i mod 6)= {s(0),s(5),s(4),s(3),s(2),s(1),0,7}

= {1,5,4,6,2,3,0,7}
U 1 (i)= s(13i mod 6)= {s(0),s(1),s(2),s(3),s(4),s(5),0,7} = {1,3,2,6,4,5,0,7}
U 2 (i)= s(11i mod 6)= {s(0),s(5),s(4),s(3),s(2),s(1),0,7} = {1,5,4,6,2,3,0,7}
U 3 (i)= s(7i mod 6)= {s(0),s(1),s(2),s(3),s(4),s(5),0,7} = {1,3,2,6,4,5,0,7}
U 4 (i)= s(i mod 6)= {7,s(1),s(2),s(3),s(4),s(5),0,s(0)} = {7,3,2,6,4,5,0,1}
따라서 인터리버(100)는 상기 행내치환을 위한 최종 행내치환 패턴 U j (i)에 따라 상기 [표 2]에서와 같이 행간치환
된 데이터 열을 아래의 [표 3]에서와 같이 행내치환(intra-row)하여 최종 인터리빙을 수행하게 된다.
[표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터보 부호화기의 인터리버는 입력 데이터의 인터리빙을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이 치환
된 데이터의 중간 저장을 위해 추가적인 메모리를 요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DSP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는 문
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UMTS 터보부호화기내 인터리버에서 인터리빙을 위한 데이터 처리로 인한 마이크로 프로
세서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중간 저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인터리버 및 인터리빙 수행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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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은 UMTS 시스템의 터보 부호화기내 인터리버에 있어서, 인터리버
동작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레지스터부와, 상기 레지스터부로부터 조건을 입력받아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제어 신호
를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레지스터부에서 제공되는 행간치환 패턴, 행
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 행내치환용 기본수열을 이용하여 최종 인터리빙된 주소를 생성하는 주소 계산부, 상기 터보
부호화기로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상기 주소 계산부에서 생성된 주소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저장부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상기 주소 계산부는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와,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가 행내치환 패턴 계산시에 중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 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레지스터부로부터 행간치환 패턴 해당값과 행내치환용 기본수열의 해당값을 취하여 인터리빙된 주
소를 계산하는 출력 주소 생성부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첨부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
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에서 구체적인 처리 흐름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다. 이들 특정 상세들없이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
다는 것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터보부호화기내 인터리버의 블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먼
저 입력 데이터 수 K 및 이에 따라 결정 되는 상수 R, C, p, μ, TypeD가 레지스터부(200)에 저장된다. 이 중 TypeD
는 C=p+1이고 K=C*R일 때 1로 설정한다.
또한 행간치환 패턴(inter-row permutation pattern) [T(j)],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
(intra-row permutation pattern increment arrangement value) [incr(j)]이 레지스터부(200)내의 메모리에 저장
된다. 상기 행간치환 패턴[T(j)],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은 소정의 제어부(도
시하지 않았음)로부터 i 및 j 값을 입력받아 그에 해당하는 값을 주소 계산부(202)에 전달한다. 이때 상기 행간치환 패
턴[T(j)]은 상기 [수학식 1]과 같이 결정되며,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은 상기 [수학식 2]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은 아래의 [수학식 5]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5]에서 사용되는 치환후 소수 수열(permuted prime integer sequence) [r(j)]를 구하는 과정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전술한 [수학식 2]에서와 같이 행간치환 패턴[T(j)]를 이용하는 대신 이를 역변환한 행간 역치
환 패턴[TI(j)]를 이용함으로써, 치환후 소수 수열[r(j)]의 계산에 걸리는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아래의 [수학
식 6]에 보였다.
수학식 6
r(j)= q[TI(j)], j= 0, 1,...,R-1
여기서 상기 최소 소수 수열[q(j)]는 상기 [수학식 2]에서와 동일하며, TI(j)는 행간 역치환 패턴으로서 아래의 [수학
식 7]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수학식 7
TI(j)= pat8 (40≤K ≤159 일 때)
TI(j)= pat7 (160≤K ≤220 일 때) TI(j)= pat5 (201≤K ≤480 일 때) TI(j)= pat7 (481≤K ≤530 일 때) TI(j)= pa
t5 (531≤K ≤2280 일 때) TI(j)= pat6 (2281≤K ≤2480 일 때) TI(j)= pat5 (2481≤K ≤3160 일 때)
TI(j)= pat6 (3161≤K ≤3210 일 때)
TI(j)= pat5 (3211≤K ≤5114 일 때)
단, pat5= {4,15,5,14,3,6,17,7,11,1,10,19,8,12,2,18,16,13,9,0}
pat6= {4,15,5,14,3,6,16,7,18,1,19,17,8,11,2,13,10,12,9,0}
pat7= {9,8,7,6,5,4,3,2,1,0}
pat8= {4,3,2,1,0}
즉, 레지스터부(200) 설정이 완료된 후 하드웨어부 내부의 제어부는 주소 계산부(202)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카운
터값 i,j를 순차적으로 생성한다. 여기서 i,j는 각각 0에서 시작하며 j가 1씩 증가해서 R-1에 도달한 후 i가 1이 증가하
며, 이러한 동작은 i가 C-1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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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수학식 3]에서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내의 인덱스로서 사용되는 각 행별 행내치환 패턴[a
i×r(j)] mod (p-1)라 정의하면, 최종 행내 치환 패턴[Uj(i)]는 [수학식 8]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j

U

(i) = s[a

i

(j)]이 [

수학식 8
i (j)], j=0,1,2,...,p-2

단, a i (j) = [i x r(j)] mod (p-1)
본 발명에서는 상기 [수학식 8]에서 정의된 각 행별 행내치환 패턴[a i (j)]이 (p-1)로 나누어진 나머지의 값으로 나
타남에 착안한다. 따라서, 상기 [수학식 8]에서 정의된 각 행별 행내치환 패턴 [a i (j)]의 j를 고정시키고 i를 초기값 "
0"으로부터 1씩 증가시키게 되면, j번째 열에 대한 행내치환 패턴 [a i (j)]은 [수학식 8] 대신 [수학식 9]가 이용되어
계산할 수 있다. 즉, 상기와 같이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을 미리 결정함으로서 상기 행내치환 패턴[a i (j
)]은 실제 하드웨어부의 동작시에는 각 행에 해당하는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을 이용하여, 곱셈을 수행하는 대신 덧셈
과 나머지 연산만으로 행내치환 패턴[a i (j)]을 생성한다. 이를 아래의 [수학식 9]에 보였다.

a

i

(j) = [a

수학식 9
(j)+incr(j)]mode(p-1)

i-1

단, j=0,1,2,...,R-1, i=1,2,...,p-2, a 0 (j)=0
즉, 상기 [수학식 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각각의 j에 대해 행내치환 패 턴[a i (j)]는 i가 증가하기 전의 값인 a i-1
(j)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또한 i는 인터리빙이 수행되는 동안 감소하지 않으므로 현재값을 계산하고 난 후에는 이전
값을 저장해 둘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근거하여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a(j)](204)는 각각의 i,j값에 대해
행내치환 패턴[a i-1 (j)]을 생성할 때마다 각각의 j에 대한 마지막 a i (j) 값을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에 저
장해 둔다.
하드웨어부의 동작시에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a(j)](204)는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각각의 i,j값에 대해 행내치환 패
턴을 생성하는데, i가 0일 때는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를 초기화시켜야 하므로 행내치환 패턴[a(j)]으로 0을
출력한 후 이를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에 저장한다. i가 0보다 크고 p-2와 같거나 작을 때는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에서 j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인 a(j)를 읽어와서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에서 읽어온
해당 증가분을 더한 후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여 새로운 행내치환 패턴(a(j+1))을 생성한 후 이를 출력한다. 출력된 데
이터는 다음 행내치환 패턴 생성을 위하여 다시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의 j번째 주소에 저장된다.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a(j)](204)에서 출력되는 행내치환 패턴[a i (j)]은 레지스터부(200) 내부의 행내치환용 기본
수열[s(i)] 메모리(208)에 리드 어드레스로 입력되며, 이에 따라 이 메모리(208)의 출력 s[a(j)]는 최종 주소 생성부(
207)에 전달된다.
최종 주소 생성부(207)는 상기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i,j 값에 따라 행내치환용 기본수열의 해당값인 s[a(j)]를 취하
여 먼저 최종 행내 치환 패턴[U j (i)]을 계산하고, 이 계산결과와 레지스터부(200)로부터 입력된 행간치환 패턴[T(j)
] 해당값을 이용하여 최종 인터리빙된 주소(xaddr)을 계산한다. 또한 TypeD가 1인 경우의 예외처리를 수행한다. 상
기 최종 주소 생성부(207)의 계산 과정을 아래의 [수학식 10]과 [수학식 11]에 보인다.

U

j

수학식 10
(i) = s[a(j)] (0≤i≤p-2 인 경우)

U j (i) = 0(i = p-1 인 경우),
U j (i) = p(i = p 인 경우),
i = 0,1,2,...,C-1, j = 0,1,2,...,R-1
단 TypeD가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처리
U j (i) = p(i = 0 이고 j = R-1 인 경우),
U j (i) = 1(i = p 이고 j = R-1 인 경우)
수학식 11
xaddr = C * T(j) + Uj
데이터 저장부(214)는 최종 주소 생성부(207)에서 생성된 최종 인터리빙된 주소(xaddr)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독출
하여 이를 출력한다. 도 3는 상기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204)의 상세회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도 3를 참
조하여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204)의 동작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상기 행내치환 패턴[a(j)]의 변수 i가 0인 경우 제2멀티플렉서(402)로부터 행내치환 패턴[a(j)]은 초기값으로 0
이 선택되어 출력되고, 이는 레티스터부(200) 내의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주소로 인가됨과 동시에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의 j번째 주소에 저장된다. 변수 i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의 j
번째 주소의 데이터값이 제1가산기(400)로 피드백되어 이전 변수 데이터값으로 입력되는데, 이는 이전에 저장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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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내치환 패턴[a i-1 (j)]에 해당한다. 이때 상기 제1가산기(400)의 다른 한 입력단으로는 상기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의 j번째 주소에 저장된 값이 레지스터부(200)로부터 상기 제1가산기(400)로 입력된다. 이에 따라 상기
제1가산기(400)에서는 상기 이전 행내치환 패턴[a(j)]값과 증가분[incr(j)]값이 가산되며, 상기 제1가산기(400)의 출
력값인 제1가산치는 제2가산기(404)로 인가되어 상기 [수학식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산 계수[-(p-1)]값이
가산된 후 제1멀티플렉서(408)와 부호검출부(406)로 각각 인가된다. 즉, 상기 제2가산기(404)에서는 이전 행내치환
패턴[a(j)]값과 증가분[incr(j)]값이 가산된 제1가산치를 다시 제산 계수(p-1)로 나눈 나머지값 {a(j)+incr(j)}-(p-1)
이 출력되게 된다. 이는 상기 [수학식 9]에 보인 바와 같이 제산 계수(p-1)로 나머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이전
행내치환 패턴[a(j)]값에 증가분[incr(j)]값을 가산한 값이 제산 계수(p-1)보다 클 경우 그 제1가산치의 결과에서 (p
-1)를 뺀 값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이 되기 때문이다. 상기 제2가산기(404)로부터 출력된 제2가산치 {a(j)+incr(j)}
-(p-1)은 최상위비트 부호 검출부(406)와 제1멀티플렉서(408)로 각각 입력된다. 그러면 부호 검출부(406)에서는 상
기 제2가산기(404)로부터 출력된 제2가산치의 최상위 비트만을 검출하여 이를 제1멀티플렉서(408)의 선택제어신호
로 인가한다. 이에 따라 제1멀티플렉서(408)는 상기 부호 검출부(406)로부터의 선택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제1가산기
(400)로부터 출력되는 제1가산치 a(j)+incr(j)과 상기 제2가산기(404)로부터 출력되는 제2가산치 {a(j)+incr(j)}-(p
-1)중 한 값을 선택하여 출력시킨다. 이 때 부호 검출부(406)에서 검출된 부호가 "0"이면 제1가산치가 (p-1)과 같거
나 커서 (p-1)을 빼야 나머지 연산의 결과가 됨을 의미하고, 부호가 "1"이면 제1가산치 결과가 (p-1)보다 작아서 제1
가산치의 결과 그대로 나머지 연산의 결과가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i값이 초기 0인 이후에 제2멀티플렉서(408)로
부터 출력되는 상기 제1 또는 제2가산치는 제1멀티플렉서(402)를 통해 올바른 나머지 연산 결과를 선택하여 새로운
행내치환 패턴[a(j)]을 레티스터부(200) 내의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주소로 인가함과 동시에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의 j번째 주소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하 상기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204)의 동작을 입력 데이터의 최종 행내치환 패턴[U j (i)]의 계산식을 도시한
상기 [수학식 4]의 U 0 (i)값 계산식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즉 j가 "0"이고 i가 0인 경우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참조시의 출력 주소 i값, 즉, 행내치환 패턴[a(j)]값은 0으로 설정된다. 그러면 상기 행내치환 패턴[a(j)]의 초기값 0은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에 저장됨과 동시에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주소로 인가된다. 즉, 동일한 j값("
0")에 대해 i가 1로 증가했을 때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에 저장되어 있던 이전 행내치환 패턴값 "0"이 제1가
산기(400)로 입력되어 증가분[incr(j)]값 5와 가산된다. 그 결과인 제1가산치 5의 값은 제1멀티플렉서(408)의 한 입
력단자로 인가됨과 동시에 제2가산기(404)로 인가된다. 그러면 제2가산기(404)에서 상기 제1가산치 5는 제산 계수
-(p-1) 즉, -6와 가산되어 -1의 값으로 부호 검출부(406)로 출력되는데, 이때 부호 검출부(406)는 상기 제2가산치가
음의 값이므로 제1멀티플렉서(408)가 상기 제1가산기(400) 출력인 제1가산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제어신호 "1"
을 발생하여 인가한다. 이에 따라 제1멀티플렉서(408)로부터 제1가산치인 5가 출력되고 이값은 다시 제2멀티플렉서
(402)를 통해 다음 행내치환 패턴[a(j)]으로 선택되어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206)에 저장되게 된다. 즉 이와 같
은 방법으로 종래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주소 i값을 상기 [수학식 2]에서와 같이 복잡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어
회로의 구성이 간단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레지스터부(200)에는 상기한 증가분[incr(j)]값 외에도 원시근을 의미하는 μ, 입력 데이터 수를 의미하는
K, 입력 데이터의 행 수를 의미하는 R, 입력 데이터의 열 수를 의미하는 C, 제산 계수를 의미하는 p, 예외 처리 요구
신호인 TypeD 등이 제어부에 의해서 입력 데이터 수 K에 따라 계산되어 저장되며, 또한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간치
환 패턴[T(j)]이 상기 입력 데이터 수 K에 의해 결정되어 미리 저장된다.
이제 상기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204)와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및 행간치환 패턴[T(j)] 메모리부(212)를
이용한 최종 주소 생성부(207)의 동작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204)로부터
출력된 행내 치환 패턴은 레지스터부(200) 내부의 행내치환 기본수열[s(i)] 메모리(208)의 리드 어드레스로 인가된
다. 이에 따라 행내치환 기본수열[s(i)] 메모리(208)는 상기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204)로부터 인가되는 리드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된 값인 s[a(j)]를 최종 주소 생성부(207)로 인가시키게 된다.
이때 상기 리드 어드레스에 지정된 행내치환 기본수열[s(i)] 메모리(208)내 해당 어드레스값이 바로 상기 입력 데이
터의 최종 행내치환 패턴[U j (i)]값이므로, 최종 주소 생성부(207)는 상기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메모리부(208)
로부터 리드되는 s[a(j)] 값 및 상기 행간치환 패턴[T(j)] 메모리부(212)로부터 리드되는 행간 치환 패턴을 입력 받아
데이터 저장부(214)의 인터리빙된 출력 데이터 리드 어드레스값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기 데이터 저장부(214)내 상기 리드 어드레스 영역에 저장된 입력 데이터가 리드되어 인터리빙된 출력
데이터로 출력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행간치환시나 행내치환시에 재배열 되는 입력 데이터를 계속 별도의
메모리에 다시 저장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최종 행간 또는 행내 치환된 리드 어드레스를
연산하도록 하여 상기 리드 어드레스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한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리드해내는 종래 인터리버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터보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의 행간치환
시나 행내치환시에 재배열 되는 입력 데이터를 별도의 메모리에 다시 저장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저장된 입력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인터리빙 수행에 따라 최종 행간 또는 행내 치환된 리드 어드레스를 연산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 메모리
로부터 상기 리드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인터리빙된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메모리의 낭비를 방지하고, 인터
리버 회로의 구성이 간단해지도록 하며, 또한 인터리빙 수행에 따른 터보부호화기의 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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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UMTS시스템내 터보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에 있어서,
인터리버 동작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각종 변수 데이터를 갱신 저장하는 레지스터부와,
상기 레지스터부로부터 조건을 입력받아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제어신호를 생성하는 제어부와,
상기 제어부에서 생성된 제어 신호에 따라 이전 행내치환 패턴과 상기 레지스터부에서 제공되는 행내치환 패턴 증가
분 배열[incr(i)]값을 가산한 제 1가산치와 상기 제 1가산치에 제산계수를 가산한 제 2가산치를 미리 결정된 조건에
의해서 현재 행내치환 패턴을 선택하고, 상기 레지스터부에서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을 출력하기 위한 리드 어드
레스값을 인가하는 행내치환 패턴[a(j)] 생성부와,
상기 레지스터부로부터의 행간치환 패턴 해당값과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로부터 생성된 행내치환 패턴값에 해당
하는 상기 행내치환용 기본수열의 해당값을 취하여 최종 인터리빙된 데이터의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최종 주소 생성
부와,
상기 터보 부호화기로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상기 주소 계산부에서 생성된 주소에 해
당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이터 저장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
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인터리버는,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가 행내치환 패턴 계산시에 중간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르 부가함
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부는,
인터리빙을 위한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간/행내치환 패턴의 계산을 위한 각종 변수를 갱신 저장하며, 이들 변수 데이
터를 상기 주소계산부의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에 인가하여 인터리빙된 최종 행내 치환 패턴 생성을 위한 행내치환 패
턴이 생성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부는,
상기 행간치환 패턴[T(j)],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 값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
데이터로, 입력 데이터 수(K), 제산 계수(p), 원시근(μ), 입력 데이터의 행 수(R), 입력 데이터의 열 수(C), 예외 처리
요구 신호(TypeD) 값을 갱신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는,
상기 최종 행내 치환 패턴[U j (i)]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행간 치환 수열[r(j)]을 구하기 위해 상기 행간치환 패턴[T(j
)]를 역변환한 행간 역치환 패턴[TI(j)]를 이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는,
상기 레지스터부의 행내치환 패턴 저장부로부터 이전 행내치환 패턴을 읽어 상기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incr(j)]을
가산한 제1가산치를 출력하는 제1가산기와,
상기 제1가산기에서 출력되는 제1가산치에서 제산 계수 -(p-1)을 가산한 제2가산치를 출력시키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1가산기와 제2가산기로부터의 두 출력값 중 하나의 값을 선택적으로 출력시키는 제1멀티플렉서와,
상기 제2가산기와 상기 제1멀티플렉서간에 연결되어 상기 제2가산기로부터 출력되는 제2가산치가 양의 값인 경우
상기 제2가산치가 행내치환용 기본 수열[s(i)]의 주소로서 출력되도록 하고 제2가산치가 음의 값인 경우 제1가산치
의 결과가 행내치환용 기본 수열의 주소로서 출력되도록 상기 제1멀티플렉서로 선택 제어신호를 인가시키는 부호 검
출기와,
상기 행내치환 패턴 생성부[a(j)]의 초기 동작시 미리 설정된 초기값을 출력시키며, 이후 상기 제1멀티플렉서로부터
의 출력을 상기 다음 행내치환 패턴으로서 상기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에 저장하고, 상기 레지스터의의 리드 어
드레스값으로 인가하여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제2멀티플렉서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가분 배열[incr(j)] 값은,
하기 [수학식 12]에서와 같이 계산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수학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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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ncr(j): 증가분, TI(j): 행간 역치환 패턴, p: 제산 계수,
r(j): 치환후 소수 수열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행내치환 패턴 저장 배열부는,
상기 제2멀티플레서로부터 출력되는 한 열의 리드 어드레스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며, 이전 저장된 리드 어드레스값
을 상기 제1가산기로 피드백 인가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UMTS 시스템내 터보 부호화기의 내부 인터리버.

청구항 9.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에 있어서,
상기 터보부화기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상기 입력 데이터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저장시키는 과정과,
상기 입력 데이터 수에 따른 행간치환 패턴[T(j)]에 따라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간 어드레스를 변환시키는 과정과,
상기 행변환된 어드레스값을 이용하여 행내 치환 패턴[a(j)] 생성을 위한 증가분[incr(j)]값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증가분 값과 상기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에 저장된 이전의 행내치환 패턴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행
내치환 패턴을 구하는 과정과,
상기 행내치환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내 어드레스를 변환시키기 위한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리드 어드레스를 구하는 과정과,
상기 행내치환용 기본수열 메모리의 출력에 따라 최종 행내 치환 패턴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최종 행내 치환 패턴[U j (i)] 및 상기 행간치환 패턴[T(j)]을 이용하여 최종 인터리빙된 주소를 계산하는 과정
과,
상기 입력 데이터 메모리로부터 상기 행간/행내 치환된 최종 인터리빙된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출력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인터리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
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

청구항 10.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 데이터 수에 따른 행간치환 패턴[T(j)]에 따라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간 어드레스를 변환시키는 과정과,
상기 행변환된 어드레스값을 이용하여 행간치환 패턴[a(j)] 생성을 위한 증가분[incr(j)]값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증가분과 이전의 행내치환 패턴을 이용하여 새로운 행내치환 패턴을 구하는 과정과,
상기 행내치환 패턴을 이용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의 행내 어드레스를 변환시키기 위한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리드 어드레스를 구하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

청구항 11.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에 있어서,
이전 행내치환 패턴 및 행내치환 패턴 증가분 배열[incr(j)]값을 가산한 제 1가산치와 상기 제 1가산치에 제산계수를
가산한 제 2가산치를 미리 결정된 조건에 의해 선택하여 레지스터에서 행내치환용 기본수열[s(i)]의 리드 어드레스값
을 계산하는 과정과,
상기 행내치환을 수행할 때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최종 행내 치환 패턴[Uj(i)] 및 상기 행간치환을 수행할 때의 어드
레스를 나타내는 상기 행간치환 패턴[T(j)]을 이용하여 최종 인터리빙된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행간/행내 치환된 최종 인터리빙된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출력하여 상기 입력 데이터에 대
한 인터리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터보부화기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저장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터보부호화기 내부 인터리버에서의 인터리빙 수행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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