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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병렬 연결된 컨벌루션 인코딩 방식은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이용한다. 이와 관련된 디코더는 순

환 MAP(maximum a posteriori) 디코딩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하드 판정 출력 및 소프트 판정 출력을 생성한다. 이러한

인코딩 시스템/디코딩 시스템에 의해, 짧은 메시지에 대한 에러-정정의 성능이 개선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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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열악한 채널을 통한 짧은 메세지의 통신에 있어서의 에러-정정 인코딩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

하게는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기술 및 이 코드용 디코더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parallel concatenated convolutionl coding; PCCC)이나 "터보 인코딩(turbo coding)" 라고

하는 병렬 연결 인코딩의 한 형태가, 10,000 개 이상의 비트로 이루어진 블록에 적용될 때, 실증된 인상적인 인코딩 이득으

로 인해, 최근 인코딩의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Proceedings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1993, pp. 1064-1070에 게재된 C. Berrou, A Glavieux 및 P. Thitimajshima의“Near Shannon Limit

Error-Correcting Coding and Decoding: Turbo-Codes”와, 1994년 12월 Report IT-146 ISSN 0105-854, Institute

of Telecommunication,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 게재된 J.D. Andersen의 “The TURBO Coding

Scheme”, 및 1994년 IEEE Globecom Conference, pp. 1298-1303에 게재된 P. Robertson의 "Illuminating the

Structure of Code and Decoder of Parallel Concatenated Recursive Systematic (Turbo) Codes 참조.)

그렇지만, 인코딩된 데이터 블록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터보 코드의 성능이 실질적으로 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효과는, 그의 성분의 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의 가중치 구조가 블록의 길이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터보 인코더에 인가되는 메시지 블록을 적절하게 종료시키는 것이 다. 1994년 8월 4일자의 IEE Electronics

Letters, vol. 30, no 16, pp. 1285-1286 에 게재된 O. Joersson과 H. Meyr의“Terminating the Trellis of Turbo-

Codes”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터보 인코더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리빙이 인터리빙된 인코더 입력 시퀀스 및 인터

리빙되지 않은 인코더 입력 시퀀스 양쪽 모두를 단일 세트의 테일 비트로 종단(terminate)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메시지 구조내에 들어가 있는 제2 테일 시퀀스를 사용하여 인터리빙된 데이터 시퀀스에 작용하는 인코더가 적절하

게 종료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인코더의 종료와 연관된 오버헤드가 2배로 되고, 유효 부호율이 저하한다. 그

대안으로서는, 인코더 시퀀스 중 어느 하나를 종료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특히 짧은 메시지에 적용했을

때, 인코더/디코더 시스템의 성능이 열화한다. IEE Electronics Letters, 1995년 1월 5일, vol. 31, no. 1, pp. 22-23에 게

재된 A.S. Barbulescu와 S.S. Pietrobon의 “Terminating the Trellis of Turbo-Codes in the Same State”에는, 2개의

성분 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RSC) 인코더를 단일의 종료 비트 시퀀스로 종료시키기 위해, 인터리버 설계상에 제약을 가

하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그 성능 결과를 보면, 최적화된 인터리버가 사용될 때, 양쪽 인코더 모두를 종료시킴으로써 얻

어지는 성능에 비해 약간의 열화가 있다. 게다가, 공표된 [비트 에러율(BER)] 대 [비트당 에너지/노이즈 전력 스펙트럼 밀

도비( Eb/N0)]의 데이터를 보면, 터보 인코더에 RSC를 이용했을 때, 소정 범위의 Eb/N0 값에 대하여 BER이 평탄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짧은 데이터 블록에 대한 개선된 병렬 연결 인코딩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 따르면,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식은,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NSC) 코드를 이용한다. 이

와 관련된 디코더는, 순환 MAP(maximum a posteriori) 디코딩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하드 판정 출력 및 소프트 판정 출

력을 발생한다. 테일-바이팅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터보 인코딩에서 입력 데이터 시퀀스를 종료시키는 문제가 해결되고,

따라서 짧은 메시지에 대한 관련 디코더의 성능 열화를 회피한다. NSC 코드는, 데이터 블록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근적

으로 동일한 메모리를 갖는 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RSC) 코드 보다 일반적으로 더 취약하지만, NSC 코드의 자유 거리는

데이터 블록 길이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 따라서, NSC 코드를 이용한 병렬 연결 인코딩은, 어떤 문턱값 데이터

블록 크기보다 더 짧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동일 메모리를 갖는 RSC 코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양호하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이하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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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병렬 연결 인코더를 나타내는 간략 블록도.

도 2는 병렬 연결 코드용 디코더를 나타내는 간략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코딩 방식에 사용되는 테일-바이팅 비귀재적 계통적 컨벌루션 인코더를 나타내는 간략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식에 대한 디코더내의 성분 디코더로서 유용한 순환 MAP 디코더를

나타내는 간략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식에 대한 성분 디코더로서 유용한 순환 MAP 디코더의 또다른 실시

예를 나타내는 간략 블록도.

실시예

도 1은 병렬 연결 인코딩 방식에 대한 인코더 신호 처리(10)의 전체적인 블록도이다. 이것은, 소스로부터의 데이터 비트의

블록에 대해 작용하는 복수 개(N개)의 성분 인코더(12)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 블록은 인터리버(14)를 통해 인터리

빙 알고리즘에 의해 재배치된다(permute). 동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N 개의 인코더(12)에 대해 N-1 개의 인터리버가

있다. 최종적으로, 성분 인코더의 출력은 합성 코드워드 포맷 장치(formatter)(16)에 의해 조합되어 단일의 합성 코드워드

로 된다. 이 합성 코드워드 포맷 장치는 채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선택되고, 이 합성 코드워드 포맷 장치에 뒤이어서, 채

널 및 통신 시스템의 채널 억세스 기술에 적합하도록 선택된 프레임 포맷 장치가 올 수도 있다. 프레임 포맷 장치는 또한

제어 비트 및 동기 심볼과 같은 그 밖의 필요한 오버헤드도 삽입할 수 있다.

성분 코드가 계통적인 코드(systematic code)인 경우, 병렬 연결 인코딩에 의해 상당한 부호율의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계통적 인코더에 의해 생성된 코드워드(출력)는 인코더에 입력으로서 제공된 원래의 데이터 비트와 추가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다. (패리티 비트에 의해 도입된 용장성(redundancy)는 코드의 에러 기능을 제공하는 것임). 따라서, 계통적 인코더

가 도 1에 도시된 병렬 연결 인코더에 사용될 때, 모든 성분 인코더(12)에 의해 생성된 코드워드는 입력 데이터 비트를 포

함한다. 포맷 장치(16)가, 각각의 성분 인코더(12)에 의해 생성된 패리티 비트와 인코딩하려고 하는 정보 비트의 블록만으

로 구성된 합성 코드워드 또는 데이터 패킷을 형성하는 경우, 전송되는 합성 코드워드에 있는 정보 비트의 반복을 제거함

으로써, 합성 병렬 연결 코드의 부호율에 실질적인 개선이 실현된다. 예를 들어, 2개의 성분 코드를 갖는 병렬 연결 컨벌루

션 코드(PCCC) 인코더의 성분 인코더 1 및 성분 인코더 2 양쪽 모두가 부호율 1/2인 코드(rate 1/2 code)인 경우, 합성

병렬 연결 코드의 부호율은 비계통적 성분 코드를 사용할 때의 1/4로부터 계통적 성분 코드를 사용할 때의 1/3까지 증가

된다.

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RSC) 코드를 이용하는 병렬 연결 인코딩 방식은, 최근 많은 연구에 있어서 화제 거리가 되어 왔

다. 이러한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 (PCCC)는 또한 문헌에서는“터보”코드라는 이름으로 통상 알려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PCCC는, 비교적 큰 메시지, 즉 10,000 비트 이상의 메시지인 경우, [비트 에러율(BER)] 대 [비트당 에너지/

노이즈 전력 스펙트럼 밀도비(Eb/No)]의 점에서 볼 때 인상적인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그렇지만, 재

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성분의 코드의 강도(strength)가 데이터 블록 길이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터보 코드를 사용하여

얻은 인코딩 이득은, 데이터 블록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눈에 띄게 열화한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비재귀적 계통

적 테일-바이팅 컨벌루션(NSC) 코드의 성능은 대부분의 실제적 목적에 있어서 데이터 블록의 길이에 무관하고, 달성가능

한 성능은 인코딩되는 데이터 비트의 블록이 NSC의 판정 깊이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 크기 미만일 때에만 열화한다.

도 2는 병렬 연결 코드용의 일반적인 디코더(20)를 블록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디코더(20)는 이하의 것, 즉 채널로부터

수신된 합성 코드워드를 각각의 성분 디코더(24)에 대한 개별적인 수신 코드워드로 변환하는 합성 코드워드-성분 코드워

드 변환기(22)와, 도 1에 도시된 N개의 성분 인코더에 대응하는 N 개의 성분 디코더(24)와, 병렬 연결 인코더(도 1)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또는 동일한) 인터리버(14)와, 제1 및 제2 디인터리버(28, 29)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디인터

리버(28, 29) 각각은, 인코딩에 사용되는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직렬 연결된 N-1 개의 디인터리버(30)에 상당하

는 시퀀스 순서 변경 특성을 각각 갖는다. 이들 디인터리버에 요구되는 순서가 도 2에 도시되어 있으며, 그 순서는 인터리

버 순서의 역으로 되어 있다. 성분 디코더(24)의 출력은, 수신 코드워드 내의 각각의 데이터 비트의 추정치에 관한 어떤 형

식의 소프트 판정 정보이다. 예를 들어, 성분 디코더의 출력은, 채널로부터 수신한 심볼의 시퀀스를 조건부로 하여 0 또는

1이 될 확률의 제1 함수일 수 있다. 이러한 제1 함수의 일례는, 성분 디코더의 소프트 판정 출력으로부터 조건부 확률, P

{dj
t = 0/Yj

t}의 영향을 제거하며, 이 성분 디코더의 소프트 판정 출력은, 적절한 순서 뒤바꿈(appropriate permut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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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순서상 그 다음에 오는 성분 디코더에 입력된다. 여기서, P {dj
t = 0/Yj

t}는, 수신된 채널 출력 심볼 Yt의 j번째 (계통

적) 비트를 조건부로 하여 시각 t에서의 j번째 정보 비트가 0일 확률이다. 그 대신에, 성분 디코더(24)에 의해 출력되는 소

프트 판정 정보는, 확률비 의 함수 또는 로그 확률비(log-

likelihood ratio) log[Λ(dj
t)]의 함수일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N 번째 성분 디코더는 제2 출력, 즉 전술한 디코딩 비

트 값에 대한 조건부 확률 또는 확률비의 제2 함수를 갖는다. 이러한 제2 함수의 일례는, P {dj
t = 0/YL

1}과 이전의 성분 디

코더로부터 수신되는 dj
t = 0 일 선험적(a priori) 확률과의 곱이다.

병렬 연결 코드에 대한 디코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작용한다. 첫번째 성분 디코더(디코더 1)는, 수신된 코

드워드 및 전송된 정보 비트에 관한 선험적 정보에 기초하여, 첫번째 성분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정보 비트의 시퀀스에

대한 한 세트의 소프트 판정값을 계산한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소스 통계 (source statistics)에 관한 선험적 정보가 없는

경우, 비트가 0이나 1로 될 확률이 동일한 것(즉, P{비트=0} = P{비트=1} = 1/2)으로 가정한다. 그 후, 디코더 1에 의해

계산된 소프티 판정값은, 2번째 인코더에 대한 데이터 비트의 블록을 순서가 뒤바뀌도록 하기 위해 인코더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또는 동일한) 인터리버를 사용하여 인터리빙된다. 이들 재배치된 소프트 판정값 및 그에 대응하는 수신 코

드워드가, 그 다음의 성분 디코더(디코더 2)에 대한 입력을 구성한다. 선행하는 성분 디코더 및 인터리버로부터 수신된 재

배치된 소프트 판정값은, 디코딩하려고 하는 데이터 비트에 관한 선험적 정보로서 그 다음의 성분 디코더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데이터 비트의 블록에 대한 한 세트의 소프트 판정 출력을 N 번째 디코더가 계산

할 때까지, 성분 디코더는 순차적으로 동작한다. 그 다음 단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N 번째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 판정값

을 디인터리빙하는 것이다. 그 때, 첫번째 디코더는 N 번째 디코더로부터의 새로운 소프트 판정값을 선험적 정보로서 사용

하여 수신 코드워드에 대해 다시 동작한다. 이와 같은 디코더의 동작이 소정의 반복 횟수만큼 진행된다. 최종 반복이 종료

하였을 때, N 번째 디코더에 의해 계산된 소프트 판정 출력의 제2 함수인 값들의 시퀀스를 디인터리빙하여, PCCC 인코더

가 그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의 순서로 그 데이터를 복원시킨다. 반복 횟수는 미리 결정된 횟수로 하거나, 또는 디코더의 수

렴을 검출함으로써 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디코더는, 확률 P {dj
t = 0/YL

1}, 즉 한 세트의 채널 출력 YL
1 = {y1,...,yL}이 수신된다고 할 때, 시각 t에서 인코더로 입력

되는 k 비트 심볼 중의 j번째 데이터 비트가 0일 조건부 확률의 함수인 소프트 판정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디코더는, 이

하와 같은 판정 규칙을 적용하는 판정 장치를 통해, 소프트 판정 출력의 함수로서의 하드 판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P {dj
t = 0/YL

1} > 이면, 이 되고, P {dj
t = 0/YL

1} < 이면, 이다. 그 이외의 경우는, dj
t에 랜

덤하게 값 0 또는 1을 할당한다.

전형적인 터보 디코더는, L.R. Bahl와, J. Cocke와, F. Jelinek 및 J Raviv의 논문 “Optimal Decoding of Linear Codes

for Minimizing Symbol error Rate", IEEE Transactions of Information Theory, 1974년 3월, pp. 284-287에 게재되

어 있는 것과 같은 MAP(maximum a posteriori) 디코더, 또는 J. Hagenauer와 P Hoeher의 논문 “A Viterbi Algorithm

with Soft-Decision Outputs and its Application", IEEE Globecom Conference, 1989년, pp. 1680-1686에 게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소프트 출력 비터비 알고리즘(soft output Viterbi algorithm; SOVA)디코더를 이용한다. MAP 디코더는,

디코딩된 비트 값이 0 또는 1일 확률을 생성한다. 한편, SOVA 디코더는 전형적으로 디코딩된 각각의 비트에 대해 확률비,

를 계산한다. 이러한 확률비는, P{디코딩 비트 = 0} = 1 - P{디코딩된 비트 = 1}를 사용하여, P{디

코딩 비트 = 0}로부터 구하거나, 또는 그 역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MAP 또는 SOVA 디코더가 확률비의 로그

값, 즉 를 사용하여 동작할 때에, 몇가지 계산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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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인코딩 이득(에러 정정 능력)은, 데이터 블록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눈에 띄게 열화

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몇몇 저자는 이러한 행동을 주로 RSC 코드의 성질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RSC 코드의 거리

특성은, 데이터 블록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으로, RSC 코드의 최소 거리는, 데이터 블

록의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인터리빙으로 인해, 터보 인코딩 방식을 구성하는 모든 RSC 코드를

종료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불리하게도, 시퀀스 종단의 결여 또는 인터리버 설계상의 제약으로 생기게 되는 악영

향이 상당하며, 데이터 블록의 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법에서의 성분 코드가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로 구

성된다. 이러한 테일 바이팅 코드를 사용하면, 터보 인코딩에 있어서 입력 데이터 시퀀스의 종단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따라서, 짧은 메시지에 대한 디코더의 성능의 열화를 회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NSC 코드는 동일한 메모리를 갖는 RSC

코드보다 취약하지만, NSC 코드의 자유 거리는 데이터 블록의 길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따라서, 소정의 문턱값 데이

터 블록 크기보다 더 짧은 메시지의 경우에, NSC 코드를 사용하는 병렬 연결 인코딩이 동일한 메모리를 갖는 RSC 코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성능 교차점은, 소망의 디코딩 비트 에러율, 부호율 및 코드 메모리의 함수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PCCC) 방식에 사용하기 위한 부호율 = , 메모리 = m인 테일-바이팅 비

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인코더의 일례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의 목적상, (n, k, m) 인코더는, 입력 심볼이 k 비트로 구성되

고, 출력 심볼이 n 비트로 구성되며, m이 k 비트 심볼 단위로 표시한 인코더 메모리를 나타낸다. 일례로서, 도 3은 2진 입

력 심볼, 즉 k = 1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만, 본 발명은 임의의 k, n, m의 값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조에, 스위치(50)는 아래쪽 위치에 있으며, L개의 입력 비트가 한 번에 k개씩(이 예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입력 심볼씩)

시프트 레지스터(52)로 시프트된다. L 번째 비트를 인코더에 로드한 후, 스위치는 위쪽 위치로 이동하고, 제2 시프트 레지

스터(54)로부터의 첫번째 비트가 비재귀적 계통적 인코더로 시프트하는 것으로써 인코딩이 시작한다. 이 때의 인코더의

상태는 {bL,bL-1, ..., bL-(km-1)} 이다. 이 예에서, 인코더의 출력은, 현재의 입력 비트와, 인코더의 상태 및 현재의 입력심

볼의 함수로서 블록(56)(이 예에서는 modulo 2 가산으로 도시되어 있음)에서 형성되는 패리티 비트로 구성된다. L 번째

비트가 인코딩되었을 때, 인코딩이 종료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측면에 따르면, 전술한 병렬 연결 인코더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디코더가, 본 발명의 출원인에게 양도되

어 공동 계류 중에 있는 미국 특허출원(출원인 정리 번호: RD-24,923)(참조 문헌으로서 본 명세서에 포함함)에 본 발명자

에 의해 개시되어 있는 순환 MAP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미국 특허출원(출원인 정리 번호: RD-24,923)에는,

테일-바이팅 컨벌루션 코드를 디코딩하는데 유용한 순환 MAP 디코더가 기재되어 있다. 순환 MAP 디코더는, 인코딩된

데이터 블록의 추정치와 신뢰성 정보 양쪽 모두를 데이터 싱크(data sink)에, 예를 들면 전송 에러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

기 위한 음성 합성 신호 처리기나 패킷 테이터용 프로토콜 처리기에, 반복 요청의 판정에 사용하기 위한 블록 에러 확률의

척도로서 송출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인용한 미국 특허 출원(출원인 정리 번호: RD-24,923)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테일 바이팅을 이용하는 에

러 정정 격자 코드용의 순환 MAP 디코더는, 소프트 판정 출력을 생성한다. 순환 MAP 디코더는, 격자(trellis)의 첫 번째

단에서의 상태의 확률의 추정치를 제공하고, 그 확률이 종래의 MAP 디코더에서의 시작 상태의 선험적(a priori) 정보를

대체한다. 순환 MAP 디코더는, 2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으로 초기 상태 확률 분포를 제공한다. 그 제1 방법에서는, 고

유값 문제(eigenvalue problem)로부터 얻은 고유 벡터(eigenvector)가 원하는 초기 상태 확률 분포로 되도록 하는 고유

값 문제의 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작 상태를 알고 있다면, 순환 MAP 디코더는 MAP 디코딩 알고리즘에 따라 나머지 디

코딩을 수행한다. 제2 방법에서는, 반복함에 따라 시작 상태 분포로 수렴하게 되는 재귀법(recursion)에 기초하고 있다.

충분히 반복한 후에는, 상태들의 순환 시퀀스상의 어떤 상태가 높은 확률로 알게 되고, 순환 MAP 디코더는 종래의 MAP

디코딩 알고리즘에 따라 나머지 디코딩을 수행한다.

종래의 MAP 디코딩 알고리즘의 목적은, 조건부 확률, 즉 P{시간 t에서의 상태 m/수신 채널 출력 y1, ..., yL}을 구하는 것

이다. 이 식에서, 첨자 L은 의 인코더 심볼의 수를 단위로 하여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n, k) 코드에 대한

인코더는, k비트 입력 심볼에 작용하여 n비트 출력 심볼을 생성한다.) 용어 yt는 시간 t에서의 채널 출력(심볼)이다.

MAP 디코딩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수학식 1과 같은 확률을 제일 먼저 구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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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t(ｍ) = P{St = m ; YL
1}

즉, 시간 t에서 인코더의 상태, St는 m 임과 동시에, 한 세트의 채널 출력 YL
1 ={y1,...,yL}을 수신하게 될 결합 확률(joint

probability)을 구한다. 이것은 상수가 곱해진 원하는 확률이다( P{YL
1}, 즉 한 세트의 채널 출력 {y1,...,yL}을 수신할 확

률).

이제, 행렬 Γt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Γt(i,j) = P{시각 t에서의 상태 j; yt/ 시각 t-1에서의 상태 i},

행렬 Γt는, 채널 천이 확률 R(Yt, X), 인코더가 시각 t에서 상태 m'으로부터 상태 m으로 천이할 확률 Pt(m/m'), 및 인코더

의 이전의 상태가 m'이고 인코더의 현재의 상태가 m이라고 할 때 인코더의 출력 심볼이 X일 확률 qt(X/m',m)의 함수로서

계산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Γt의 각 요소는, 수학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능한 모든 인코더 출력 X에 걸쳐 합산함

으로써 계산된다.

[수학식 2]

MAP 디코더는, 격자의 각 단마다 하나씩, 이들 행렬의 L을 계산한다. 이들 행렬은, 수신 채널 출력 심볼과 소정의 코드에

대한 격자 분기(trellis branch)의 성질(nature)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행 벡터 αt의 M개의 결합 확률 요소를 수학식 3으로 정의한다.

[수학식 3]

αt(j) = P{시각 t에서의 상태 j; y1,...,yt}

열 벡터 βt의 M개의 조건부 확률 요소를 수학식 4로 정의한다.

[수학식 4]

βt(j) = P{yt+1,...,yL / 시각 t에서의 상태 j}

여기서, j = 0, 1, ..., (M-1)이고, M은 인코더 상타의 수이다. (또한, 행렬 및 벡터는 굵은 활자체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

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MAP 디코딩 알고리즘의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ⅰ) 수학식 5와 같이, 순방향 재귀법에 의해 α1, ..., αL을 계산한다.

[수학식 5]

αt = at-1Γt, t=1,...,L

(ⅱ) 수학식 6과 같이, 역방향 재귀법에 의해 β1, ..., βL-1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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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6]

βt = Γt+1βt+1, t=L-1,...,1

(ⅲ) 수학식 7과 같이, λt의 요소를 계산한다.

[수학식 7]

λt(i) = αt(i)βt(i), 모든 i, t=1,...,L

(ⅳ) 필요에 따라, 관련된 양(값)을 구한다. 예를 들어, Aj
t를 한 세트의 상태 St = {S1

t,S
2
t,...,S

km
t}로 하고, St의 j번째 요

소, Sj
t가 영(0)이 되도록 한다. 종래의 비재귀적 격자 코드에서는, Sj

t = dj
t 즉 시각 t에서의 j번째의 데이터 비트이다. 따라

서, 디코더의 소프트 판정 출력은 다음과 같이 된다.

여기서, 이고, m은 상태 St에 대응하는 지수(index)이다.

디코더의 하드-판정(hard-decision) 또는 디코딩 비트 출력은, P{dj
t = 0/YL

1}를 다음과 같은 판정 규칙에 적용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P{dj
t = 0/YL

1}> 이면, 이고, P{dj
t = 0/YL

1} < 이면, 이 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dj
t에 랜덤

하게 값 0 또는 1을 할당한다.

전술한 단계(ⅳ)에 대한 관련된 양의 또다른 예로서, 확률의 행렬 δ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δt(i,j) = P{St-1 = 1: St = j; Y1
L} = αt-1(i)γt(i,j)βt(j)

이들 확률은 인코더 출력 비트의 사후 확률(a posteriori probability)을 결정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MAP 디코딩 알고리즘의 표준적인 적용에서, 순방향 재귀법은 벡터 α0 = (1,0,...,0)에 의해 초기화되고, 역방향 재귀법은

βL = (1,0,...,0)T에 의해 초기화된다. 이러한 초기화 조건은 인코더의 초기 상태 S0 = 0이고, 인코더의 종료 상태 SL = 0라

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순환 MAP 디코더는, 다음과 같이 고유값 문제의 해를 구함으로써 초기 상태 확률 분포를 결정한

다.αt, βt, Γt, 및 λt를 앞에서와 같이 설정하고, 초기의 α0와 βL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βL를 열 벡터(111...1)T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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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0를 미지의 (벡터) 변수로 한다.

그리고 나서,

(ⅰ) 수학식 2에 따라, t = 1, 2, ... L에 대해 Γt를 계산한다.

(ⅱ) 행렬 곱(matrix product) Γ1Γ2 ...ΓL의 가장 큰 고유값을 구한다.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정규화하여, 그의 요소의

합이 1로 되도록 한다. 이 벡터가 α0에 대한 해(solution)이다. 고정값은 P{YL
1}이다.

(ⅲ) 수학식 5에 나타낸 순방향 재귀법에 의해, 그에 후속하는 αt를 형성한다.

(ⅳ) 전술한 바와 같이 초기화된 βL로부터 시작하여, 수학식 6에 나타낸 역방향 재귀법에 의해 βt를 형성한다.

(ⅴ) 수학식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λt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예를 들어, 전술한 소프트-판정 출력 P{dj
t = 0/YL

1} 또는 확

률 행렬 δt과 같은 다른 소망의 변수를 형성한다.

본 발명자들은, 미지의 변수 α0가 다음의 행렬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식이 확률들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로부터, 본 발명자들은, 우변의 Γt 행렬의 곱이 최대 고유값, P{YL
1}을 갖는다

는 것과,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확률 벡터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초기의 βL = (111...1)T 이라고 하면, 수학식 6으로부터 βL-1가 얻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역방향 재귀법을 반복하여 적용

하면, 모든 βt가 얻어진다. 일단 α0를 알고 βL이 설정되면, 본 발명의 순환 MAP 디코더에서의 모든 계산은, 종래의 MAP

디코딩 알고리즘에 따라 행해진다.

도 4는, 전술한 고유 벡터 방법에 따라, 에러-정정 테일-바이팅 격자 코드를 디코딩하는 순환 MAP 디코더(110)를 나타내

는 간략 블록도이다. 디코더(110)는 채널 출력 yt의 함수로서 Γt를 계산하는 Γt 계산기(112)를 포함한다. Γt 계산기는 메모

리(130)로부터 이하에 열거하는 것들을 입력으로서 수신한다. 즉, 입력으로서, 채널 천이 확률 R(Yt,X)과, 인코더가 시각 t

에서 상태 m′으로부터 m으로 천이할 확률 pt(m/m′)과, 인코더의 이전의 상태가 m′이고 인코더의 현재의 상태가 m이라고

할 때 인코더의 출력 심볼이 X일 확률 qt(X/m′,m)을 수신한다. Γt 계산기는, 수학식 2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인코더 출력 X

에 걸쳐 합산함으로써, Γt의 각각의 요소를 계산한다.

Γt의 계산된 값은 행렬 곱 계산기(114)에 제공되고, 예를 들어, 메모리로부터 수신된 단위 행렬(116), 스위치(118) 및 지연

회로(120)를 사용하여 행렬 곱 Γ1 Γ2 ...ΓL를 형성한다. 시각 t=1에서, 단위 행렬은 행렬 곱 계산기에 대한 하나의 입력으로

서 인가된다. t=2에서 t=L까지의 그 후의 각각의 시각에서, 행렬 곱 는 지연 회로를 통해 행렬 곱 계산기로 피드

백된다. 그 후, 시각 t=L에서, 이와 같이 얻어진 행렬 곱은 스위치(121)를 통해 정규화된 고유 벡터 계산기(122)에 제공된

다. 이 계산기(122)는 그에 입력된 행렬 곱의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고유 벡터를 계산한다. 이와 같이 하여

α0를 초기화하면, 즉 이와 같이 정규화된 고유 벡터가 얻어지면, 그에 후속하는 αt 벡터는, 도시한 바와 같이, 지연 회로

(126) 및 스위치 회로(128)를 사용하여 행렬 곱 계산기(124)에서 수학식 5를 사용하여 재귀적으로 결정된다. Γt의 적당한

값이 메모리(130)로부터 검색되고, 그 결과 얻어진 αt는 그 다음에 메모리(130)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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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t의 값은, 수학식 6에 따라, 스위치 회로(134) 및 지연 회로(136)를 이용하여 행렬 곱 계산기(132)에서 결정된다. 그 후

에, 수학식 7에 따라, 요소간 곱 계산기(element-by-element product calculator)(140)에서, 확률 λt가 αt와 βt의 값으로

부터 계산된다. λt의 값은 디코딩 비트 값 확률 계산기(150)에 제공된다. 이 계산기(150)는 시각 t에서의 j번째 디코딩 비

트 dt
j이 영(zero)이 될 확률을 결정한다. 이 확률은 문턱값 판정 장치(152)에 제공된다. 이 판정 장치(152)는 다음과 같은

판정 규칙을 적용한다. 즉, 계산기(150)로부터의 확률이 보다 크면, 디코딩 비트가 0 이라고 판정한다. 또한, 계산기

(150)로부터의 확률이 보다 작다면, 디코딩 비트가 1이라고 판정한다. 계산기(150)로부터의 확률이 이면, 디코딩

비트에 랜덤하게 값 0 또는 1을 할당한다. 문턱값 판정 장치의 출력이, 시각 t에서의 디코더의 출력 비트가 된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디코딩 비트가 0일 확률 P{dj
t = 0/Yj

t}도 소프트 출력 함수 블록(154)에 제공되어, 디코더

의 소프트 판정 출력으로서, 예를 들면

와 같은 확률 함수, 즉 f(P{dj
t = 0/Yj

t})를 제공한다. P{dj
t = 0/Yt

j}의 유용한 또다른 함수로는,

가 있다.

그 대신에, 블록(54)에 대한 유용한 함수는 항등 함수로 하여, 소프트 출력이 단지 P{dj
t = 0/Yt

j}이 되도록 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순환 MAP 디코더는, 재귀법에 의해 상태 확률 분포를 결정한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 실시예(동

적 수렴 방법)에서, 디코더의 수렴이 검출될 때까지 재귀법이 계속된다. 이 재귀법(또는 동적 수렴)에서, 전술한 고유 벡터

방법의 단계 (ⅱ)와 (ⅲ)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ⅱ.a) M을 격자 중에 있는 상태의 수라고 할 때, (1/M,...,1/M)과 동일한 초기의 α0로부터 시작하여 순방향 재귀법을 L회

계산한다. 그 결과를 정규화하여 각각의 새로운 αt의 요소의 합이 1로 되도록 한다. L개의 αt 벡터 모두를 유지(retain)한

다.

(ⅱ.b) α0를 이전 단계로부터의 αL과 동일하게 하고, t=1에서 시작하여, 최조의 Lwminαt 확률 벡터를 다시 계산한다.

즉, Lwmin를 적당한 격자의 최소 단 수라고 할 때, m = 0, 1, ..., M-1 , 및 t = 1, 2, ..., Lwmin에 대해

를 계산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규화를 행한다. 단계 (ⅱ.a)와 (ⅱ.b)에서의 재귀법에 의해

구한 가장 최근의 한 세트의 L개의 α , 및 이전 단계 (ⅱ.a)에서 구한 만을 유지한다.

(ⅱ.c) 단계 (ⅱ.b)로부터의 를 이전에 단계 (ⅱ.a)에서 구한 세트와 비교한다. 만일 새로운 및 이전의 의 M

개의 대응하는 요소가 허용 범위 내에 있다면, 전술한 단계 (ⅳ)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ⅱ.d)로 계속간다.

(ⅱ.d) t = t+1로 두고, αt =αt-1Γt를 계산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규화를 행한다. 계산된 가장 최근의 L개의 α의 세트와

이전에 단계 (ⅱ.a)에서 구한 αt만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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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e) 새로운 αt를 이전에 구한 세트와 비교한다. M개의 새로운 αt 및 이전의 αt 가 허용 범위내에 있으면, 단계 (ⅳ)로 진

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2개의 벡터가 허용 범위 내에서 일치하지 않고, 또한 재귀법의 횟수가 소정의

최대 값(전형적으로는 2L)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계 (ⅱ.d)로 계속간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ⅳ)로 진행한다.

이어서, 이 방법은 고유 벡터 방법에 관해 전술한 단계 (ⅳ)와 (ⅴ)를 계속하여어, 순환 MAP 디코더의 소프트 판정 출력 및

디코딩 출력 비트를 발생한다.

미국 특허 출원(출원인 정리 번호 : RD-24,923)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또다른 대체 실시예의 순환 MAP

디코더에서는, 전술한 재귀법을 사용하는 순환 MAP 디코더가 2회째에는 소정의 일정 수의 격자 단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

도록, 즉 소정의 랩 깊이(wrap depth)를 갖도록 변경된다. 이것은, 모든 인코딩된 메시지 블록에 대해 디코딩에 필요한 계

산 횟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시 목적상 유리하다. 따라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테일 바이팅 컨벌루션 코드의 MAP 디코딩에 필요한 랩 길이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실

험으로부터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변 랩 깊이를 갖는 순환 MAP 디코더를 구현할 것, 또한 순차적으로 증가

하는 랩 깊이에 대해 디코딩 비트 에러율 대 Eb/No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행할 것을 필요로 한다. 랩 깊이를 그 이상 증

가시켜도, 에러 확률이 감소하지 않을 때, 특정의 Eb/No에 대한 디코딩 비트 에러의 최소 확률을 제공하는 최소 디코더 랩

깊이가 구해진다.

특정의 Eb/No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소값보다 더 큰 디코딩된 비트 에러율이 허용된다면, 순환 MAP 디코더에 의해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격자 단의 수를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상세히 말하면, 전술한 랩 깊이 탐색은, 비트 에러의 소망이 평

균 확률이 달성된 때, 간단히 종료될 수 있다.

소정의 코드에 대한 랩 깊이를 결정하는 다른 방법은, 코드의 거리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2개의 별개의

디코더 판정 깊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정확한 경로”라는 용어는, 데이터 비트의 블록을 인코딩

함으로써 얻어지는 상태들의 시퀀스 또는 격자를 지나가는 경로를 말한다. “노드의 부정확한 서브세트”라는 용어는, 정확

한 경로 노드 및 그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모든 부정확한 (격자) 분기의 세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정의되는 2가지 판정 깊이

모두는 컨벌루션 인코더에 의존한다. (설명의 목적상, 본 발명의 이 실시예를 컨벌루션 인코더와 관련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컨벌루션 코드에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판정 깊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ⅰ) е에러 정정에 대한 순방향 판정 깊이, LF(e) 를, 정확한 경로의 최초의 노드의 부정확한 서브세트내에 있는 모든 경로

가, 후에 정확한 경로에 합류(merge)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경로로부터 해밍 거리(Hamming distance) 2e 보다

먼 곳에 있는, 격자에서의 첫번째 깊이로 정의한다. LF(e)의 의의는, 최초의 노드보다 순방향쪽으로 e 또는 그보다 더 적

은 에러가 있고, 또한 인코딩이 그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 디코더는 정확하게 디코딩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

벌루션 코드에 대한 순방향 판정 깊이를 공식적으로 도표화한 것이,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의 1989

년 3월호 vol. IT-35, pp.455-459에 있는 J.B. Anderson 및 K. Balachandran의 논문 “ Decision Depths of

Convolutional Codes”에 기재되어 있다. LF(e)의 다수의 특성이, 이 문헌과 MA, Norwell 소재의 Kluwer Academic

Publishers에서 1991년에 출판한 J.B Andersion 및 S. Mohan의 저서 “Source and Channel Coding-An Algorithmic

Approach”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정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LF 와 e 사이에 간단한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호율 1/2의 코드에서는, LF가 약 9.08 e 이다.

(ⅱ) 다음에, e 에러 정정에 대한 미합류 판정 깊이, LU(e)를, 정확한 경로에 접촉하지 않는 격자내의 모든 경로가 정확한

경로로부터 해밍 거리 2e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격자에서의 첫번째 깊이로 정의한다.

소프트 판정 순환 MAP 디코딩에 있어서의 LU(e)의 의의는, 디코더가 LU(e) 개의 격자 단을 처리한 후에, 실제로 전송된

경로상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 MAP 디코딩에 대한 최소 랩 깊이는 LU(e)가 된다. 깊

이 LU(e)를 계산해 보면, 그 깊이 LU(e)가 LF(e) 보다는 항상 크지만, 동일한 근사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코드의 미합류 판정 깊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 랩 깊이를 순방향 판정 깊이 LF(e) 로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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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인코더에 대한 미합류 판정 깊이의 최소값을 구함으로써, 소프트 판정 출력을 발생하는 실용적인 순환 디코더에 의

해 처리되어야만 하는 가장 적은 격자 단 수를 구하게 된다. 순방향 판정 깊이, LF(e)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상기 인용된

J.B. Anderson 및 K. Balachandran의 저서 “Decision Depths of Convolutional Codes”에 기재되어 있다. LU(e)를 구하

기 위해서는,

(ⅰ) 영의 상태(zero-state)를 제외하고, 모든 격자 노드로부터 동시에 시작하여 코드 격자를 좌에서 우로 따라간다

(extend).

(ⅱ) 각각의 레벨에서, 정확한 (모든 영(zero)) 경로에 합류하는 경로가 있으면 이를 모두 삭제하고, 정확한 (영의) 상태 노

드로부터 나오는 경로는 그 어느 것도 따라가지(extend) 않는다.

(ⅲ) 레벨 k에서, 이 레벨의 노드에서 종단하는 경로 중에서 최소의 해밍 거리 또는 가중치를 구한다.

(ⅳ) 이 최소의 거리가 2e를 초과하면 중지한다. 이 때, LU(e) = k 이다.

미국 특허 출원(출원인 정리 번호: RD-24,923)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실험에서, 예상 밖

의 2가지 결과를 얻었다. (1) βt의 랩핑 처리가 디코더 성능을 향상시킨다. (2) LU(e) + LF(e) 2LF(e) 의 랩 깊이를 이용

하면,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된다. 이들 예상 밖의 결과에 의해, 재귀법에 기초하는 테일 비아팅 격자 코드에 대한 순환

MAP 디코더의 수정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귀법에 기초한 양호한 실시예의 순환 MAP 디코더의 알고리즘은, 이

하의 단계를 포함한다.

(ⅰ) 수학식 2에 따라, t=1,2,...L 동안 Γt를 계산한다.

(ⅱ) (1/M,...,1/M)(여기서, M은 격자에서의 상태의 수임)과 동일한 초기의 α0로부터 시작하여, u = 1,2,...(L+Lw)(여기서,

Lw는 디코더의 랩 깊이임)에 대해 수학식 5의 순방향 재귀법을 (L+Lw)회 계산한다. 격자 레벨 지수 t는 ((u-1)mod L) +

1의 값을 갖는다. 디코더가 채널로부터의 수신 심볼 시퀀스를 따라 랩핑할 때, αL은 α0로서 취급된다. 그 결과를 정규화하

여, 각각의 새로운 αt 의 요소의 합계가 1로 되도록 한다. 이 재귀법에 의해 구한 L개의 가장 최근의 α벡터를 유지한다.

(ⅲ) (1,...,1)T과 동일한 초기의 βL부터 시작하여,u = 1,2,...(L+Lw) 에 대하여 수학식 6의 역방향 재귀법을 (L+Lw) 회 계

산한다. 격자 레벨 지수 t는 (L-(u mod L)의 값을 갖는다. 부호기가 수신 시퀀스를 따라 랩핑하는 경우, 새로운 βL을 계산

할 때, β1을 βL+1로서 사용하고, Γ1을 ΓL+1로서 사용된다. 그 결과를 정규화하여, 각각의 새로운 βt 의 요소의 합계가 1로

되도록 한다. 이 경우도, 이 재귀법에 의해 구한 L개의 가장 최근의 β벡터들을 유지한다.

이 양호한 재귀법의 다음 단계는, 고유 벡터 방법에 관하여 전술한 전환 MAP 디코더에 의해 소프트 판정 및 디코딩 비트

출력을 발생하기 위한 단계 (v)와 동일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순환 MAP 디코더(180)를 나타낸 간략 블록도이다. 디코더(180)는 채널 출력

yt의 함수로서 Γt를 계산하는 Γt 계산기(182)를 포함한다. 채널 출력 y1,...,yL은 스위치(184)를 통해 Γt 계산기에 제공된

다. 이 스위치가 하측 위치에 있을 때, L개의 채널 출력 심볼이 한번에 한개 씩Γt 계산기(182) 및 시프트 레지스터(186)에

로드(load)된다. 그 후에, 스위치(184)를 상측 위치로 절환하여, 시프트 레지스터가 처음 Lw개의 수신된 심볼을 또 다시 Γt

계산기로 시프트시킨다, 즉 순환 처리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Γt 계산기는, 메모리(196)로부터 입력으로서, 채널 전이

확률 R(Yt,X), 인코더가 시각 t에서 상태 m′로부터 m으로 천이할 확률 pt(m/m′), 및 인코더의 이전의 상태가 m′이고 인코

더의 현재의 상태가 m이라고 할 때 인코더의 출력 심볼이 X일 확률 qt(X/m′,m)을 수신한다. Γt 계산기는, 수학식 2에 따

라, 가능한 모든 인코더의 출력 X에 걸쳐 합산함으로써 Γt의 각 요소를 계산한다.

Γt의 계산된 값은 행렬 곱 계산기(190)에 제공되고, 이 계산기(190)는 Γt 행렬과 αt-1 행렬을 승산한다. 이 αt-1 행렬은, 지

연회로(192) 및 디멀티플렉서 회로(194)를 통해 재귀적으로 제공된다. t=1일 때는, 제어 신호 CNTRL1에 의해, 디멀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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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194)가 행렬 곱 계산기(190)에 대한 한 입력으로서 메모리(196)로부터 α0 를 선택하게 된다. 2 ≤ t ≤ L일 때는, 제어

신호 CNTRL1에 의해, 디멀티플렉서(194)가 행렬 곱 계산기(190)에 대한 한 입력으로서 지연 회로(192)로부터 αt-1를 선

택하게 된다. Γt와 αt의 값은 필요에 따라 메모리(196)에 저장된다.

βt 벡터는, 지연 회로(202) 및 디멀티플렉서 회로(204)를 통해 행렬 곱 계산기(200)에서 재귀적으로 계산된다. t= L-1일

때는, 제어 신호 CNTRL2에 의해, 디멀티플렉서(204)가 행렬 곱 계산기(200)에 대한 한 입력으로서 메모리(196)로부터

βL을 선택하게 된다. L -2 ≥ t ≥ 1일 때, 제어 신호 CNTRL2에 의해, 디멀티플렉서(204)가 행렬 곱 계산기(200)에 대한

한 입력으로서 지연 회로(202)로부터 βt+1를 선택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결과 얻어진 βt의 값과 αt의 값을 요소

간 곱 계산기(206)에서 승산하여 확률 λt를 발생한다. 도 4를 참조하여 전술한 바오 동일한 방식으로, λt의 값은 디코딩 비

트 값 확률 계산기(150)에 제공되고, 이 계산기(150)의 출력이 문턱값 판정 장치(152)에 제공되며, 그 결과로서 디코더의

디코딩 출력 비트가 얻어진다.

도 5에는 또한, 디코딩 비트가 영(0)일 확률 P{dj
t = 0/Yj

t}이 소프트 출력 함수 블록에 제공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소

프트 출력 함수 블록(154)은 디코더의 소프트 판정 출력으로서, 예를 들면,

와 같은 확률 함수, 즉 f( P{dj
t = 0/Yj

t}) 를 제공한다. P{dj
t = 0/Yj

t}의 또다른 유용한 함수로는,

가 있다. 이 대신에, 블록(54)에 대해 유용한 함수는 단순히 항등 함수로 하여, 소프트 출력이 단지 P{dj
t = 0/Yj

t}로 되도록

하여도 좋다.

본 발명에 따르면, 채널을 통해 합성 코드워드의 비트를 전송하기에 앞서, 합성 코드워드 포맷 장치(formatter)에 의해 형

성된 합성 코드워드 내에서 선택된 비트를, 유리하게 선택된 패턴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코

드로 구성된 병렬 연결 인코딩 방식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펑춰링(puncturing)이라고 알려

져 있다. 이러한 펑춰링 패턴도 디코더가 알고 있다. 수신된 합성 코드워드로부터 성분 코드워드로의 변환기에 의해 수행

되는 다음의 간단한 추가적인 단계가, 원하는 디코더 동작을 제공한다. 수신된 합성 코드워드로부터 성분 코드워드로의 변

환기는, 수신된 성분 코드워드를 형성할 때, 알고 있는 펑춰링된 각 비트에 대해 중립값을 단순히 삽입시킨다. 예를 들어,

중립값은 부가적인 백색 가우스 노이즈 채널을 통해 대척점 신호 방식(antipodal signalling)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디코

더의 동작은 전술한 바와 동일하다.

비재귀적 통계적 컨벌루션 코드는, 예를 들면, 발행 예정인 S. Benedetto와 G. Montorsi의 “Design of Parallel

Concatenated Convolutional Codes”,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에 보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 블

록의 길이가 비교적 큰 경우에 RSC 코드의 거리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병렬 연결 인코딩 방식의 성분 코드

로서는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가들은 NSC 코드의 최소 거리가 데이

터 블록 길이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우 잡음이 많은 채널로 짧은 데이터 비트 블록을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

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게다가, 본 발명가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테일-바이팅 컨벌

루션 코드를 병렬 연결 인코딩 방식에서 성분 코드로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안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은, 성

분 테일-바이팅 컨벌루션 코드를 디코딩하는 순환 MAP 디코더로 구성된 디코더를 가지며, 비트 에러율 대 신호-잡음비

로 측정했을 때, 종래의 터보 인코딩 방식보다도 짧은 데이터 블록 길이에 대한 성능이 더 한층 양호한, 병렬 연결 비재귀

적 테일-바이팅 통계적 컨벌루션 인코딩 방식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서 본 명세서 중에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이들 실시예가 단지 예로써 제시된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 변경 및 치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 범위의 기술적 사상 및 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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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법에 있어서,

병렬 연결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인 N 개의 성분 인코더와 N-1 개의 인터리버를 갖는 병렬 연결 인코더에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성분 인코더들 중 첫번째 성분 인코더에서,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

드를 적용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코딩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하는 대응하는

제1의 성분 코드워드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터리빙하여, 재배치된(permuted)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 제공하는 단계와,

두 번째 성분 인코더에서, 상기 인터리빙의 결과로 얻은 재배치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상기 재배치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코딩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

를 포함하는 대응하는 제2의 성분 코드워드를 생성하는 단계와,

나머지 N-2 개의 인터리버와 나머지 N-2 개의 성분 인코더를 통하여, 상기 인터리빙 단계, 및 상기 인터리빙의 결과로 얻

어지는 재배치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이 데이터 비트들

의 블록을 인코딩하는 단계를 반복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하는 성분 코드워드를 생성하는 단계

와,

상기 성분 코드워드들의 비트들을 포맷하여 합성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단계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에서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있는 각 비트가 단 한 번씩만 나

타나도록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단계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가 미리 결정된 패턴에 따라 상기 성분 코드워드들을 구성하는 비

트들 중 선택된 비트들만 포함하도록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인코딩 방법.

청구항 4.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를 디코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병렬 연결 인코더에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복수

의 N 개의 성분 코드워드로부터의 포맷된 비트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합성 코드워드를 채널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합성 코드워드로부터 수신 성분 코드워드들을 형성하며,

합성 디코더의 복수의 N 개의 성분 디코더 각각은 대응하는 수신 성분 코드워드 및 데이터 비트들의 값에 대한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a priori soft-decision information)를 수신하는 것인, 합성 코드 워드 수신 단계와;

N 개의 성분 디코더 및 N-1 개의 인터리버를 통한 반복 프로세스에 의해 상기 수신 성분 코드워드들을 디코딩하여, 상기

합성 디코더로부터 소프트-판정 출력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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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각각은 순환 MAP 디코더들을 포함하고, 대응하는 성분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순서로 데이터

블록에 있는 각 데이터 비트에 관한 소프트-판정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 각각은 선행하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정보를 인터리빙하여, 재배치된 소프트 정보

의 블록을 후속하는 성분 디코더에 제공하고,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중의 첫번째 디코더에 대한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는 데이터 비트 값이 첫번째 반복

에서는 동일 확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고, 그 후에는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하고,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는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포함한 제1 디인터버리를

통해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 피드백되고,

상기 제1 디인터리버의 N-1 개의 디인터리버는 상기 N-1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며,

다른 성분 디코더 각각에 제공되는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는 순서상 그 이전에 있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

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하는 것인, 수신 성분 코드워드 디코딩 단계와;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력으로서 제공하기 위해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사용하여 제2 디인터리버에서 디인터리빙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

2 디인터리버의 N-1 개의 디인터리버는 N-1 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인, 디인터리빙 단계를 포함하는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 횟수는 미리 결정된 횟수인 것인 병렬 연결 컨벌

루션 코드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은, 그 반복 횟수가 최대 횟수 미만인 경우는 디코

더의 수렴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코딩이 최대의 반복 횟수의 후에 종료하며,

상기 합성 디코더는, 그의 소프트-판정 출력으로서,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제2 디

인터리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함수로서 하드-판정 출력을 제공하는 판정 규칙을 적용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된 비트들의 집합은 미리 결정된 패턴에 따라 펑춰링되는 것이고,

상기 디코딩 방법은,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형성할 때, 상기 펑춰링된 모든 비트들에 대해 중립값(neutral value)을 삽입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디코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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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단계는 순환 MAP 디코더를 포함하는 N 개의 성분 디코더에 의해 수행되고,

상기 순환 MAP 디코더는 고유 벡터 문제의 해를 구함으로써 초기 상태 확률 분포를 제공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

드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단계는 순환 MAP 디코더를 포함하는 N 개의 성분 디코더에 의해 수행되고,

상기 디코딩 단계는 재귀를 포함하고,

상기 순환 MAP 디코더는 순환 테일 바이팅 격자에 대하여 동작하며,

상태 확률들이 변경될 때까지 순방향 재귀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디코딩 방법.

청구항 11.

병렬 연결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 개(N 개)의 성분 인코더와 N-1 개의 인터리버를 갖는 병렬 연결 인코더에 데이터 비트들

의 블록을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성분 인코더들 중 첫번째 인코더에서,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적용

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코딩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대응하는 제1의 성분

코드워드를 생성하는 제1 인코딩 단계와,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터리빙하여 재배치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제공하는 인터리빙 단계와,

후속하는 성분 인코더에서,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상기 인터리빙의 결과로 얻은 재배치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적용함으로써 상기 재배치된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코딩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

를 포함한 대응하는 제2의 성분 코드워드를 생성하는 제2 인코딩 단계와,

나머지 N-2 개의 인터리버와 나머지 N-2 개의 성분 인코더를 통해, 상기 인터리빙 단계와 그 결과 얻어진 재배치된 데이

터 비트들의 블록을 인코딩하는 제2 인코딩 단계를 반복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성분 코드워

드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성분 코드워드의 비트들을 포맷하여 합성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포맷 단계와,

상기 합성 코드워드를 채널에 입력하는 단계와,

채널로부터 수신 합성 코드워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합성 코드워드로부터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형성하는 단계와,

합성 디코더의 복수 개(N 개)의 성분 디코더 중 대응하는 하나의 디코더에 각각의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단계로

서, 상기 각각의 성분 디코더는 상기데이터 비트들의 값에 대한 한 세트의 선험적인 확률도 수신하는 것인, 각각의 수신 성

분 코드워드 제공 단계와,

상기 합성 디코더로부터 소프트-판정 출력을 제공하기 위해 N 개의 성분 디코더 및 N-1 개의 인터리버를 통한 반복 과정

에 의해 상기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디코딩하는 단계로서,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각각은 상기 대응하는 성분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순서로 데이터 블록에 있는 각 데이터 비트들에 관한 소프트-판정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N-1 개의 인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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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각각은 선행하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정보를 인터리빙하여 후속하는 성분 디코더에 재배치된 소프트 정

보의 블록을 제공하고,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중의 첫번째 디코더에 대한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는 데이터

비트 값이 첫번째 반복에서는 동일 확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고 그 후에는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

를 포함하며,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는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포함한 제1 디

인터리버를 통해 N 번째 디코더로부터 피드백되 고, 상기 제1 디인터리버의 N-1 개의 디인터리버는 N-1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며, 다른 성분 디코더 각각에 제공되는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는 순서상 그 이전에 있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하는 것인, 수신 성분 코드워드 디코딩 단계와,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력으로서 제공하기 위해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사용하는 제2 인터리버에서 디인터리빙한느 단계로서, 상기 제2

디인터리버의 N-1 개의 디인터리버는 N-1 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는 것인, 디인터리빙 단계를 포함하는 병

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단계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에서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있는 각 비트가 단 한 번씩만 나

타나도록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단계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가 미리 결정된 패턴에 따라 상기 성분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비트

들 중 선택된 비트만을 포함하도록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 횟수는 미리 결정된 횟수인 것인 병렬 연결 컨벌

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N-1개의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은, 그 반복 횟수가 최대 횟수 미만인

경우는 디코더의 수렴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코딩이 최대의 반복 횟수의 후에 종료하며,

상기 합성 디코더는, 그의 소프트-판정 출력으로서,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제2 디

인터리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6.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함수로서 하드-판정 출력을 제공하는 판정 규칙을 적용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7.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단계는 순환 MAP 디코더를 포함하는 N 개의 성분 디코더에 의해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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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순환 MAP 디코더는 고유 벡터 문제의 해를 구함으로써 초기 상태 확률 분포를 제공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

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딩 단계는 순환 MAP 디코더를 포함하는 N 개의 성분 디코더에 의해 수행되고,

상기 순환 MAP 디코더는 순환 테일 바이팅 격자에 대하여 동작하고,

상태 확률들이 수렴할 때까지 순방향 재귀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

법.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포맷 단계는 상기 성분 코드워드들로부터의 비트들 중 선택된 비트들을 펑춰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고,

상기 합성 코드 워드는 펑춰링된 비트들이 없는 성분 코드워드들을 포함하고,

상기 디코딩 방법은 상기 수신 성분 코드워드들을 형성할 때 모든 펑춰링된 비트들에 대한 중립값을 삽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 방법.

청구항 20.

병렬 연결로 접속되어 있으며, 데이터 비트의 블록 및 데이터 비트의 블록의 여러 가지 순열(permutation)에 대해 테일-바

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계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성분 코드워

드를 생성하는 복수 개(N 개)의 성분 인코더 및 복수 개(N-1 개)의 인터리버와,

상기 성분 코드워드로부터의 비트의 집합을 포맷하여 합성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합성 코드워드 포맷기를 포함하는 병렬

연결 인코더.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코드워드 포맷기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에서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있는 각 비트가 단

한 번씩만 나타나도록 상기 합성 코드워드를 발생하는 것인 병렬 연결 인코더.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코드워드 포맷기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가 미리 결정된 패턴에 따라 상기 성분 코드워드를 구

성하는 비트들 중 선택된 비트들만 포함하도록 상기 합성 코드워드를 발생하는 것인 병렬 연결 인코더.

청구항 23.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를 디코딩하는 합성 디코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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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연결 디코더에서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컨벌루션 코드를 데이터 비트의 블록에 적용함으로써 생성된 복수의 N 개의

성분 코드워드의 선택된 비트들을 포함한 합성 코드워드를 채널로부터 수신하고, 그로부터 복수의 N 개의 대응하는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형성하는 합성 코드워드-성분 코드워드 변환기와,

상기 합성 코드워드-성분 코드워드 변환기로부터 대응하는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각각 수신하고, 또한 상기 데이터 비트

들의 값에 대한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도 각각 수신하며, 상기 병렬 연결 인코더내의 대응하는 성분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순서로 데이터 블록내의 각 데이터 비트에 대한 소프트-판정 정보를 각각 제공하는 복수의 N 개의 성분 디

코더-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각각은 순환 MAP 디코더들을 포함함-와,

대응하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를 인터리빙하여, 후속하는 성분 디코더에 재배치된 소프트 정보의

블록을 각각 제공하는 복수의 N-1 개의 인터리버로서, 상기 수신 코드워드를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와 N-1 개의 인터

리버를 통한 반복 과정에 의해 디코딩되어 상기 합성 디코더로부터 소프트-판정 출력을 제공하는 것인, 복수 N-1 개의 인

터리버와,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포함한 제1 디인터리버로서, 이 제1 디인터리버의 N-1 개

의 디인터리버는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으로 적용되며,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중 첫번째 디코더에 대한 상

기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는 상기 데이터 비트의 값이 첫번째 반복에서는 동일 확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고, 그 후에는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하며,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는 N 번째 디코더

에 의해 출력되어 상기 제1 디인터리버를 통해 피드백되고, 다른 성분 디코더 각각에 제공되는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

판정 정보는 순서상 그 이전에 있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하는 것인, 제1 디인터리버

와,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며 이 N-1 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구비하고,

상기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 -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디인터리빙하여 상기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

력을 제공하는 제2 디인터리버를 포함하는 병렬 연결 컨벌루숀 코드용 합성 디코더.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 횟수는 미리 결정된 횟수인 것인 병렬 연결 컨벌

루션 코드용 합성 디코더.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은, 그 반복 횟수가 최대 횟수 미만인 경우는 디

코더의 수렴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코딩이 최대의 반복 횟수의 후에 종료하며,

상기 합성 디코더는, 그의 소프트-판정 출력으로서,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제2 디

인터리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용 합성 디코더.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함수로서 하드-판정 출력을 제공하는 판정 규칙을 적용하는 판

정 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용 합성 디코더.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는 고유 벡터 문제의 해를 구함으로써 초기 상태 확률을 제공하는 순환 MAP 디

코더들을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용 합성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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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는 순환 MAP 디코더들을 포함하고,

상기 순환 MAP 디코더들은 순환 테일 바이팅 격자에 대하여 동작하고,

상태 확률들이 수렴할 때까지 순방향 재귀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용 합성 디코더.

청구항 29.

병렬 연결로 접속된 복수의 N 개의 성분 인코더 및 복수의 N-1 개의 인코더 인터리버를 포함하고, 데이터 비트의 블록 및

데이터 비트의 블록의 여러 가지 순열(permutation)에 대해 테일-바이팅 비재귀적 계통적 컨벌루션 코드를 계통적으로 적

요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비트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하는 성분 코드워드를 생성하는 병렬 연결된 인코더와,

상기 성분 코드워드로부터의 비트의 집합을 포맷하여 합성 코드워드를 제공하는 합성 코드워드 포맷기와,

상기 합성 코드워드를 채널로부터 수신하고, 그로부터 복수의 N 개의 대응하는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형성하는 합성 코드

워드-성분 코드워드 변환기와,

상기 합성 코드워드-성분 코드워드 변환기로부터 대응하는 수신 성분 코드워드를 각각 수신하고, 또한 상기 데이터 비트

들의 값에 대한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도 각각 수신하며, 상기 병렬 연결 인코더내의 대응하는 성분 인코더에

의해 인코딩된 순서로 데이터 블록내의 각 데이터 비트에 대한 소프트-판정 정보를 각각 제공하는 복수의 N 개의 성분 디

코더와,

대응하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를 각각 인터리빙하여 후속하는 성분 디코더에 재배치된 소프트 정

보의 블록을 제공하는 복수의 N-1 개의 인터리버로서, 상기 수신 코드워드는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와 N-1 개의 인터

리버를 통한 반복 과정에 의해 디코딩되어 상기 합성 디코더로부터 소프트-판정 출력을 제공하는 것인, 복수의 N-1 개의

인터리버와,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포함한 제1 디인터리버로서, 이 제1 디인터리버의 N-1 개

의 디인터리버는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며,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 중 첫번째 디코더에 대한 상

기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판정 정보는 상기 데이터 비트의 값이 첫번째 반복에서는 동일 확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고 그 후에는 상기 소프느-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하며, 상기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는 N 번째 디코더

에 의해 출력되어 상기 제1 디이터리버를 통해 피드백되고, 다른 성분 디코더 각각에 제공되는 한 세트의 선험적 소프트-

판정 정보는 순서상 그 이전에 있는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정보의 제1 함수를 포함한 것인, 제1 인터리버와,

상기 N-1 개의 인터리버에 대응하며 이 N-1 개의 인터리버에 역의 순서로 적용되는 N-1 개의 디인터리버를 구비하고,

상기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 -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디인터리빙하여 상기 합성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

력을 제공하는 제2 디인터리버를 포함하는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코드워드 포맷기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에서 상기 데이터 비트들의 블록에 있는 각 비트가 단

한 번씩만 나타나도록 상기 합성 코드워드를 발생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의 시스템.

청구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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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항에 있어서, 상기 합성 코드워드 포맷기는 상기 합성 코드워드가 미리 결정된 패턴에 따라 상기 성분 코드워드를 구

성하는 비트들 중 선택된 비트들만 포함하도록 상기 합성 코드워드를 발생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청구항 32.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 횟수는 미리 결정된 횟수인 것인 병렬 연결 컨벌

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청구항 33.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 디코더, 인터리버 및 디인터리버를 통한 반복은, 그 반복 횟수가 최대 횟수 미만인 경우는 디

코더의 수렴이 검출될 때까지 계속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코딩이 최대의 반복 횟수의 후에 종료하며,

상기 합성 디코더는, 그의 소프트-판정 출력으로서, N 번째 성분 디코더로부터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제2 함수를 제2 디

인터리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청구항 34.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디코더의 소프트-판정 출력의 함수로서 하드-판정 출력을 제공하는 판정 규칙을 적용하는 판정 장

치를 더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청구항 35.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는 고유 벡터 문제의 해를 구함으로써 초기 상태 확률을 제공하는 순환 MAP 디

코더를 포함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청구항 36.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N 개의 성분 디코더는 순환 MAP 디코더를 포함하고,

상기 순환 MAP 디코더들은 순환 테일 바이팅 격자에 대하여 동작하고,

상태 확률들이 수렴할 때가지 순방향 재귀가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인 병렬 연결 컨벌루션 코드의 인코딩 및 디코딩용의

인코더 및 디코더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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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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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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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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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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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522263

- 2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청구의 범위 13
도면 20
 도면1 21
 도면2 22
 도면3 23
 도면4 24
 도면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