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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왜곡된 신호의 수신을 위한 적응 소프트 복조

요약

위성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하는 송신 지상국, 위성 트랜스폰더 및 수신 지상국을 포함한다. 송신기는 업

링크 신호를 위성 트랜스폰더로 송신하고, 위성 트랜스폰더는 수신된 업링크 신호를 다운링크 신호로서 수신 지상국으로

방송한다. 송신 지상국은 수신기를 통해 다운링크 신호를 감시하고, 감시된 다운링크 신호의 함수로서 로그-가능도 비율

(LLR)을 계산한다. 이들 LLR은 룩업 테이블 내에 예시적으로 저장되고, 수신 지상국에 송신되어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

터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용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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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보다 상세하게는 위성에 기초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위성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지상국은 "업링크"("uplink") 신호를 위성 트랜스폰더로 전송하고, 위성 트랜스폰

더는 "다운링크"("downlink") 신호를 수신국에 재-전송한다. 계층적인 변조를 채용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의 한 형태는

1999년 10월 12일 Ramaswamy에게 특허 허여된 미국특허 제5,966,412호에 기술되어 있다. 역-호환가능 계층적인 변조

(BCHM : backward-compatible hierarchical modulation)는 기존 레거시(legacy) 수신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한 방식으로서 위성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BCHM에 기초한 위성 시스템은, 기존 사용자가 새로운 위성 수신기를 구매하는 것을 요구함이 없이, 시스템에 부가될 수

있는 추가적인 특성 또는 서비스를 허용한다. 계층적인 변조에 기초한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두 개의 신호, 예컨대

상위 계층(UL) 신호 및 하위 계층(LL) 신호는 송신을 위해 동시에 변조된 위성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함께 더해진다. 역

-호환성을 제공하는 위성에 기초한 통신 시스템에 관해, LL 신호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UL 신호는 레거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UL 신호는 실제 이전에 송신된 동일한 신호이다, 따라서 위성 송신 신호는 레거시 수신기를 구비한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이미 레거시 수신기를 구비한 사용자는, 사용자

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LL 신호를 회복할 수 있는 수신기, 또는 박스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는 시간

까지, 그 레거시 수신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에러 검출/정정 코드( 및 인터리버)는 송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에러 검출/

정정 코드는 길쌈 부호(convolutional codes), 트렐리스 부호(trellis codes), 연결된 순방향 에러 정정(FEC : forward

error correction) 구조와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을 포함하는데, 1/2, 2/3, 4/5 또는 6/7의 비율의 길쌈 부호가

내부호로 사용되고, 리드 솔로몬 코드(Reed Solomon code)가 외부호; LDPC 코드(low density parity check codes), 등

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상술한 계층적인 변조에 기초한 위성 시스템에 관해, UL 신호는 전형적으로 길쌈 부호 또는 짧은

블록 코드를 사용하여 엔코딩되는 반면, LL 신호는 전형적으로 터보 코드 또는 LDPC 코드를 사용하여 엔코딩된다.

터보 코드 또는 LDPC에 관해, 수신기는 소프트 입력 소프트 출력(SISO) 기술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반복 디코딩 기술을

전형적으로 사용한다. SISO는 전형적으로 로그-가능도 비율(LLR : log-likelihood ratios)과 같은 "소프트 매트릭스

"("soft metrics")에 기초한다. 개괄적인 말로, LLR은 특정 수신 비트(2진 숫자)값이 논리 "1" 또는 논리 "0"일 확률에 관련

된다. 특히, 송신기는 미리 정의된 신호 공간으로부터 심벌을 송신하고, 각 송신된 심벌은 주어진 비트-심벌 맵핑{M(bi)}

과 관련되는데, 여기에서 M은 타깃 심벌이고, bi(i=0,1...B-1)는 맵핑될 비트이며, 여기에서 B는 각 심벌에서 비트 수이다.

예컨대, 16-QAM(직교 진폭 변조) 신호 공간에서, 각 심벌이 특정 4 비트 값(B=4)으로 맵핑되는 16개의 심벌이 존재한다.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신호 점의 스트림으로 처리되고, 각 신호 점은 상술한 신호 공간 내에 상주한다(하지만 잡음으

로 인해 특정 송신 심벌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수신기는 LLR을, 즉 수신된 신호 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특정 비트 값이 수

신된 가능도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B 비트값의 i번째 비트에 대한 로그-가능도 비율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z는 수신된 신호 점 값이다. 일반적으로, 만약 LLR 값이 양이라면, 비트는 1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만약

LLR이 음이라면, 비트는 0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신기는 계산된 LLR을 사용하여 수신된 신호를 반복적으로 디코딩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수신기에서의 상술한 LLR 계산은 통신 시스템에서 비선형 왜곡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예컨대, 위

성 트랜스폰더의 진폭-진폭(AM-AM) 특성은 송신된 심벌 중 특정 심벌을 효과적으로 더 왜곡시키는 비선형 왜곡을 야기

할 수 있다. 덧붙여, 이들 비선형 왜곡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컨대, 위성 트랜스폰더에서 AM-AM 왜곡의 특성은

트랜스폰더의 사용 햇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수신기에 의해 결정된 LLR은 부정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

명의 원리에 따라,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은 신호를 수신하고, 소프트 메트릭스를 수신된 신호의 함수로서 결정하고, 결정

된 소프트 메트릭스를,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 내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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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위성 통신 시스템은 다음 요소, 즉 송신기와 수신기를 포함하는 송신 지상국, 위성 트랜스폰

더 및 수신 지상국을 포함한다. 송신기는 업링크 신호를 위성 트랜스폰더에 송신하고, 위성 트랜스폰더는 수신된 업링크

신호를 다운링크 신호로서 수신 지상국에 방송한다. 송신 지상국은 수신기를 통해 다운링크 신호를 감시하고, 감시된 다운

링크 신호의 함수로서 LLR을 계산한다. 이들 LLR은 예시적으로 룩업 테이블에 저장되고, 그 후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처

리하여 이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도록 수신 지상국으로 송신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은 수신기이고, 수신기는 소프트 메트릭스 값의 룩업 테이블을 구

성한다. 특히, 수신기는 종단점으로부터 훈련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훈련 신호의 함수로서 소프트 메트릭 값을 계산한

다. 그 후, 수신기는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여, 이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계산된 소프트 메트릭

값을 룩업 테이블에 저장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예시적인 위성 통신 시스템을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도 1의 위성(15)을 통한 전송 경로의 예시적인 블록도.

도 3은 도 1의 송신 지상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4와 도 5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예시적인 흐름도.

도 6 내지 도 10은 신호 공간의 다양한 예시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과 도 12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LLR LUT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도 1의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도 1의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예시적인 흐름도.

도 15는 도 1의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도 1의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도 1의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다른 예시적인 흐름도.

실시예

본 발명의 개념이 아닌, 도면에 도시된 요소는 잘 알려져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위성에 기초한 시스템

은 잘 알고 있다 것으로 간주되고, 본 명세서에서는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본 발명의 개념이 아닌, 위성 트랜

스폰더, 다운링크 신호, 심벌 성상도(symbol constellations), 저잡음 블록의 하향 변환기와 같은 무선 주파수(rf) 프런트

엔드 또는 수신기 부분, 전송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기 위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2 시스템 표준(ISO/

IEC 13818-1)과 같은} 포맷팅 및 소스 엔코딩 방법, 로그-가능도 비율과 같은 디코딩 방법, 소프트-입력-소프트-출력

(SISO) 디코더, 비터비(Viterbi) 디코더는 잘 알려져 있어서, 본 명세서에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덧붙여, 본 발명의 개념은

종래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술은 그 자체로서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

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도면에서의 유사한 번호는 유사한 요소를 나타낸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데이터 신호"는

이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오디오, 비디오, 영상, 제어 정보, 데이터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임의의

유형의 데이터-전달 신호를 언급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예시적인 통신 시스템(50)은 도 1에 도시되었다. 통신 시스템(50)은 송신 지상국(1), 위성(15), 수

신 지상국(2) 및 텔레비전(TV) 세트(35)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지만, 다음은 통신 시스템(50)의 개

략적인 개관이다. 송신 지상국(1)은 송신기(5), 송신안테나(10) 및 수신안테나(40)를 포함한다. 송신 지상국(1), 수신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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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2), 송신기(5), 수신기(30) 및 위성(15)은 각 경로 상에서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으로 볼 수 있고, 예컨대 위성(15)은 위

성(15)과 송신기(5) 사이의 경로의 종단점이고, 마찬가지로 수신 지상국(2)의 수신기(30)는 송신기(5)와 수신 지상국(2)

사이{및 위성(15)을 통한}의 경로의 종단점임을 주목해야 한다.

송신기(5)는 데이터 신호(4)(하나 이상의 데이터 스트림을 나타내는)를 수신하고 변조된 신호(6)를 제공한다. 예시적으로,

이들 데이터 스트림은 위성 TV 시스템의 제어 신호, 콘텐츠(예, 비디오), 등을 나타내고, 서로 독립적이거나 서로 연관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송신안테나(10)는 변조된 신호(6)를 업링크 신호(11)로서 위성(15)에 제공한다. 간

략히 도 2를 참조하면, 한 신호를 위해 위성(15)을 통한 송신 경로의 예시적인 블록도가 도시되었다. 위성(15)은 입력 필터

(155), 진행파관 증폭기(TWTA : traveling wave tube amplifier)(165) 및 출력 필터(175)를 포함한다. 업링크 신호(11)

는 먼저 입력 필터(155)에 의해 필터링되고, 그 후 TWTA(165)에 의한 재송신을 위해 증폭된다. TWTA(165)로부터의 출

력 신호는 그 후 출력 필터(175)에 의해 필터링되어, 다운링크 신호(16)(전형적으로 업링크 신호와는 다른 주파수인)를 제

공한다. 위성(15)은 그 자체로, 방송 영역에 대해 수신된 업링크 신호의 다운링크 신호(16)를 통한 재송신을 제공한다. 이

러한 방송 영역은 전형적으로 미리 정의된 지리적인 영역, 예컨대 수신 지상국(2)에 의해 표현되는 미국 대륙의 일부를 포

함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수신 지상국(2)은 수신안테나(20)와 수신기(30)를 포함한다. 수신안테나(20)는 다운링크

신호(16)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29)를 수신기(30)에 제공하며, 수신기(30)는 수신된 신호(29)를 복조시키고 디코딩하

여 예컨대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신호(31)를 통해 TV(35)에 제공한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위성(15)의 송신 특성{예컨대 도 2의 TWTA(165)의 예컨대 상술한 AM-AM 왜곡}은 신호를 더

왜곡시킬 수 있고, 또한 이들 송신 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송신기(5)는 수신

안테나(40)를 통한 다운링크 신호(16)와, 수신된 신호(41)를 감시하여, 소프트 메트릭스 값을 적응적으로, 또는 동적으로

조정하는데, 이러한 소프트 메트릭스 값은 수신기에서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처리하여 이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

용된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송신기(5)의 예시적인 실시예가 도시되었다. 송신기(5){송신기(5)가 변조

및 복조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 명세서에서는 변조기로도 언급된다)는 엔코더/맵퍼(mapper)(305), 멀티플렉서(315),

변조기(320), 상향 변환기(325), 로그-가능도 비율 룩업 테이블(LLR LUT)(335), 하향 변환기(355), 복조기(360), 훈련

신호 생성기(330), 지연 요소(370) 및 프로세서(350)를 포함한다. 프로세서(350)는 저장된 프로그램 제어 프로세서, 예컨

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이고, 메모리(미도시)를 포함한다. 데이터

신호(4)는 엔코더/맵퍼(305)에 인가되고, 엔코더/맵퍼(305)는 알려진 에러 검출/정정 코드를 실행한다. 예시적으로, 엔코

더/맵퍼(305)의 적어도 일부는 코딩 구조를 실행하여, 대응하는 수신기가 SISO 디코딩을 수행하게 한다. 예컨대, 엔코더/

맵퍼(305)는 터보 코드, LDPC 등을 수행한다. 덧붙여, 길쌈 인터리버(미도시)가 사용될 수도 있다. 엔코더/맵퍼(305)는

각 심벌이 미리 정의된 신호 공간 또는 심벌 성상도(미도시)로부터 선택되는, 심벌의 시퀀스(306)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예시적으로, 심벌의 시퀀스(306)는 심벌 비율(1/T)로 발생한다. 순간 신호(331 및 352)를 무시하면, 심벌의 이러한

시퀀스는 멀티플렉서(315)에 인가된다. 멀티플렉서의 출력 심벌 시퀀스{신호(316)}는 변조기(320)에 인가된다. 변조기

(320)는 변조된 신호(321)를 상향 변환기(325)에 제공하고, 상향 변환기(325)는 추가로 적절한 송신 주파수의 변조된 신

호(6)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송신기(5)는, 적응적으로 또는 동적으로 LLR을 결정하고, 이러한 LLR은 수신기가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도 1 및 도 3의 장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

시적인 방법이 도시되었다. 단계(405)에서, 송신기(5)는 도 3의 수신 신호(41)로 도시되는 수신된 신호를 감시한다. 단계

(410)에서, 송신기(5)는 감시된 수신 신호의 함수로서 LLR을 결정한다. 예시적으로, 송신기(5)는 계산된 LLR을 도 3의

LLR LUT(335)에 저장한다. 단계(415)에서, 송신기(5)는 예컨대 엔코더/맵퍼(305)를 경유하여 LLR LUT의 콘텐츠를 수

신기{예, 도 1의 수신기(30)}에서 사용하도록 수신기에 전달한다. LLR LUT(335)의 콘텐츠는 다른 엔코더/맵퍼 또는 대

역 밖의 채널을 경유하여 전달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수신 신호의 한 유형은 훈련 신호이다. 관련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훈련 신호는 미리 정의된 신호, 예컨대 통신 시스템의 요소에 선험적으로 알려진 미리 정의된 심벌 시퀀스이다. 이

점에 관해서, 도 3의 실시예는 다수의 동작 모드를 갖고, 이들 중 두 모드는 훈련 모드와 데이터 모드이다. 데이터 모드에

있어서, 송신기(5)는 상술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엔코딩하여 송신한다. 그러나, 훈련 모드에서, 송신기(5)는 LLR

LUT(335)에 저장된 LLR을 동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훈련 신호를 송신한다. 프로세서(350)는 LLR을 신호(352)를 통해

LLR LUT(335)에 저장한다.

송신기(5)의 훈련 모드는, 예컨대 년, 주간, 일의 특정 시간에 주기적으로, 예컨대 송신의 개시와 같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

할 때와 같이 비-주기적으로, 또는 심지어 (이하에서 더 기술되는 바와 같이) 연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이제 도 5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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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면, 훈련 모드에서 송신기(5)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이 도시되었다. 단계(505)에서, 송신기(5)는 훈련 업링

크 신호를 위성(15)으로 송신한다. 도 3을 참조하면, 프로세서(350)는 신호(351)를 통해 훈련 신호(331)의 멀티플렉서

(315)를 경유한 송신을 초래한다. 훈련 신호(331)는 훈련 신호 생성기(330)에 의해 제공되고, 임의의 미리 정의된 심벌 시

퀀스이다. 훈련 신호는 심벌 성상도의 모든 심벌을 포함하는 미리 정의된 시퀀스인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도 6의 심벌

성상도가 사용된다면, 훈련 시퀀스는 모든 16개 심벌을 포함하고, 이들 심벌 각각은, 신호 공간(79)에서 동위상(I) 성분

(81)과 직교(Q) 성분(82)을 갖는 심벌(83)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I 성분과 Q 성분을 구비한다. 그 자체로, 도 3을 참

조하면, 신호(331)는 훈련 심벌의 시퀀스를 나타내고, 이들은 상향 변환기(325)를 경유하여 위성(15)으로 업링크 송신을

위해 멀티플렉서(315)에 인가된다. 도 5의 단계(510)에서, 송신기(5)는 수신된 신호(41)를 수신하는데, 이 수신된 신호는

도 1의 위성(15)으로부터 다운링크 신호(16)를 나타낸다. 수신된 신호(41)(즉, 다운링크 신호)는 통신 채널의 임의의 비선

형 특성에 의해 변경되었지만 훈련 신호를 이제 포함한다. 하향 변환기(355)는, (디지털 영역에서) 기저 대역 인접 신호

(356)를 복조기(360)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41)를 하향 변환시키고 필터링시킨다. 그 자체로, 하향 변환기(355)

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미도시)를 포함한다고 간주한다. 복조기(360)는 수신된 심벌(361)의 시퀀스, 즉 수신된 훈련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저 대역 인접 신호(356)를 복조시킨다.

도 3으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훈련 신호(331)는 지연 요소(370)에 인가되고, 지연 요소는 처리, 송신 및 다운링크

지연을 보상하여, 송신된 훈련 심벌이 프로세서(350)에 의해 각각 신호(371 및 361)를 통한 대응하는 수신 훈련 심벌과 비

교되게 한다. 그 자체로, 도 5의 단계(515)에서, 프로세서(350)는 수신된 신호(z)와 각 타깃 심벌의 함수로서 LLR을 계산

하고, 계산된 LLR을 LLR LUT(335)에 저장한다. 훈련의 완료시, 프로세서(350)는 LLR LUT(335)의 LLR 데이터 콘텐츠

가 단계(520)에서 수신기, 예컨대 도 1의 수신기(30)에 전송되게 한다. 훈련이 종료될 때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기

술 중 임의의 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훈련은 미리 결정된 양의 시간 이후, 및/또는 훈련 신호의 N(여기에서 N >

0)개 시퀀스가 송신된 이 후에 종료된다. 또한 도 3에서, 송신기(5)가 수신된 심벌(361)의 시퀀스를, 다른 데이터의 회복을

위해 또는 훈련 신호의 추가 사용을 위해 다른 처리 장치(미도시)에 제공할 수도 있음이 관찰된다. 데이터 심벌(306) 또는

결합된 데이터 및 훈련 심벌(316)이 지연 요소(370)에 인가된다면, 신호(371 및 361)를 비교함으로써 LLR 값은 미리 정

의된 훈련 시퀀스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계산될 수 있음을, 즉 정상 데이터 심벌은 궁극적으로 성상도의 모든 심벌을 포함

할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수신된 심벌은 분할될 수 있어서, 수신된 심벌(361)은 지연된 송신 심벌(371)이 아니라, LLR 계

산을 위해 분할된 값(a sliced value)과 비교되어, 지연 요소(371)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음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훈련

시퀀스가 사용된다면, 송신된 심벌의 시퀀스(371)는 수신된 심벌(361)을 알려진 훈련 시퀀스에 관련시킴으로써, 지연 요

소(370)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음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비선형 위성 왜곡을 사전에 보상하기 위하여 전치왜곡기

(predistorter)가 다음의 멀티플렉서(315)에 부가될 수 있고, 동일한 쌍의 수신 심벌 및 지연되거나, 송신되거나, 분할되거

나, 재구성된 수신 심벌이 전치왜곡기를 훈련시키는 것과 LLR 테이블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또한 주목해야 한

다.

LLR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수신된 신호 점(361)의 시퀀스 중 각 수신된 신호 점은 신호 공간 내에서 동위상(I) 성분과 직

교(Q) 성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수신된 신호 점(z)에 대해 도 7에 추가로 도시되었다. 여기에서

M은 타깃 심벌이고, bi(i= 0,1...B-1)는 맵핑될 비트이고, 여기에서 B는 각 심벌 내의 비트 수인(예, B는 QPSK에 대해 2

비트이고, 8-PSK에 대해 3비트, 등), 본 발명의 개념이 아니고, 관련 기술 분야에서 알려진, 주어진 비트-심벌 맵핑

{M(bi)}에 대해, i-번째 비트에 대한 로그 가능도 비율 함수는 상기 수학식 1에서 정의되었고, 다음과 같이 반복될 수 있

다.

여기에서, bi는 i-번째 비트이고, z는 신호 공간 내에서 수신된 신호 점이다. 개념 "prob(bi=1 | z)"는 신호 점(z)이 수신된

상태에서 i-번째 비트가 "1"인 확률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개념 "prob(bi=0 | z)"는 신호 점(z)이 수신된 상태에서 i-번째

비트가 "0"인 확률을 나타낸다.

2차원 신호 공간에 대해, 수학식 3에서의 확률은 다음의 확률 밀도 함수(PDF)를 갖는 부가 백색 가우시안 잡음(AWGN :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기초한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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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주어진 비트와 수신된 신호 점에 대한 LL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5로부터, 주어진 수신 신호 점(z)에 대한 LLR은 z, 타깃 심벌(M), 및 rms 잡음 레벨(σ)의 함수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LLR 비율 계산의 도면 예시는, 도 8에 도시된 예시적인 심벌 성상도에 대해 도 9에 도시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4 심벌

QPSK(직교 위상-편이 변조) 성상도가 도 8에 도시되었지만, 다른 크기와 형태의 성상도가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8

PSK에 대해 3비트, 16-QAM, 계층적인 16-QAM, 등에 대해 4 비트가 사용될 수 있다. 도 8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호 공간(89) 내에 4개 심벌이 존재하고, 각 심벌은 특정 2 비트 맵핑(b1, b0)과 관련된다. 도 9를 참조하면, 수신된

신호 점(z)이 신호 공간(89)의 심벌에 대해 도시되었다. 도 9로부터 수신된 신호 점(z)이 신호 공간(89)의 각 심벌로부터

다른 거리(di)에 위치함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수신된 신호 점(z)은 2 비트 맵핑 "01"과 관련된 심벌로부터 거리(d4)에

위치한다. 그 자체로, LLR(b0)은,

이고, 반면에 LLR(b1)은,

이다.

LLR의 유사한 도면 표현은 (이전에 언급한) 신호 공간(79)에 대해 도 10에 도시되었다. 단순화를 위해, 특정 수신된 신호

점(z)에 대한 거리(di) 중 일부만이 도 10에 도시되었다.

LLR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서(350)는 신호 공간을 다수의 영역으로 효과적으로 분할한다. 이러한 분할은 도 11에

도시되었다. 도 11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호 공간, 예컨대 신호 공간(89)은 영역(399)에 의해 표현되는 I 성분

과 Q 성분에 의해 각 영역이 구별되는 다수의 영역으로 분할 또는 양자화된다. 각 영역에 대해, 프로세서(350)는 관련 LLR

을 결정하고, 이러한 LLR을 LLR LUT(335)에 저장한다. LLR LUT(335)의 예시적인 구조는 도 12에 도시되었다. 특히,

LLR LUT(335)의 각 행은 특정 I 성분 값(I행의 값)과 관련되는 반면, LLR LUT(335)의 각 열은 특정 Q 성분 값(Q열의 값)

과 관련된다. LLR LUT(335)는 L 행과 J 열을 갖는다. 예시와 같이, 영역(339)에 대해 결정된 LLR은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LLR LUT(335)에 맵핑된다. 이러한 예에 있어서 프로세서(350)는 신호 공간의 좌표계를 LLR LUT(335)의 각 행 및

열의 어드레스로 맵핑 또는 변환시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수신기(30)의 예시적인 부분이 도시되었다. 수신기(30)는 하향 변환기(905), 복

조기(910), LLR LUT(915), LLR 계산기(955), 멀티플렉서(mux)(960), 디코더(925) 및 프로세서(950)를 포함한다. 프로

세서(950)는, 예컨대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s)와 같은 저장된 프로

그램 제어 프로세서이고, 메모리(미도시)를 포함한다. 수신기(30)의 동작은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 예컨대 TV 세트(35)에

서 시청하기 위한 비디오 콘텐츠를 수신하는 것에 관해 먼저 기술된다. 이 점에 관해서, 프로세서(950)는 신호(952)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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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ux(960)를 설정하여, LLR LUT(915)로부터의 출력 신호, 즉 신호(916)가 신호(961)를 통해 디코더(925)에 인가되게

된다. 수신된 신호(29)에 대해, 하향 변환기(905)는 (디지털 영역에서) 기저 대역 근처의 신호(906)를 복조기(910)에 제공

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29)를 하향 변환 및 필터링 시킨다. 그 자체로, 하향 변환기(905)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미

도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복조기(910)는 수신된 신호 점의 시퀀스(911)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저 대역 근처의 신

호(906)를 복조시킨다. 수학식 2로부터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수신된 신호 점(z)은 관련 I 성분(IREC)과 Q 성분(QREC)을 구

비한다. 이들 성분{도 13의 신호(912 및 913)}은 LLR LUT(915)에 대한 색인 또는 어드레스로서 사용된다. 특히, 각 신호

간격(T)에서, 각 수신된 신호 점은 LLR LUT(915)에 인가되고, LLR LUT(915)의 구조는 도 12에 도시된 LLR LUT(335)

와 동일하고, LLR LUT(915)의 값은 이하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이 프로세서(950)에 의해 설정되었다. 각 수신된 신호 점

은, 사전 계산된 각 LLR, 즉 LLR(IREC,QREC)을 선택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 점이 포함되는 신호 공간의 특정 영역에 관

련되고(상기 도 11을 상기), LLR LUT(915)의 대응하는 열 및 행에 맵핑되는(상기 도 12를 참조) 대응하는 I 및 Q 성분으

로 양자화된다. 각 심벌 간격(T), 즉 선택된 LLR은 신호(916)를 통해 디코더(925)에 제공된다. 예컨대, 만약 z가 도 11에

도시된 신호 공간의 영역(399) 내에 들면, 신호(911)의 IREC 성분 값은 LLR LUT(915)의 제 1행에 양자화( 및 맵핑)되고,

신호(911)의 QREC 성분 값은 LLR LUT(915)의 제 1 열에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자화( 및 맵핑)되고, 거기에 저장

된 LLR이 선택되어 신호(916)를 통해 도 13의 디코더(925)에 제공된다. 디코더(925)는 수신된 신호 점의 시퀀스(911)를

디코딩하여 디코딩된 신호(926)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가된 LLR 값에 영향을 주고, 송신기(5)의 대응하는 305에 상보적

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신호(926)로부터의 데이터는 신호(31)를 통해 TV 세트(35)에 제공된다. {이 점에 관해, 수신기

(30)는 TV 세트(35)에 적용 이전에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처리하고/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TV 세트(35)에 제공할 수 있

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프로세서(950)는 LLR LUT(915)의 값을 설정한다. LLR LUT(915)의 값을 설

정하기 위해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시적인 방법은 도 14에 도시되었다. LLR LUT(915)의 값을 설정하기 위하

여, 프로세서(950)는 mux(960)를 설정하여, 디코더(925)에 의해 처리된 LLR 값이 LLR 계산기(955)로부터 수신된다.

LLR 계산기(955)는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기능하여, 각 수신된 신호 점에 대해 LLR 값을 계산한다. 단계(605)에 있어서,

프로세서(950)는 수신된 신호(29)를 통해 송신기(5)로부터 LLR 값을 수신한다. 이것은 초기화 시퀀스, 훈련 과정 또는 재

개시의 일부로서 달성될 수 있다. LLR 값은 디코더(925)로부터 프로세서(950)에 제공되고, 프로세서(950)는 단계(610)에

서 신호(951)를 통해 LLR LUT(915)를 설정한다. 단계(615)에 있어서, 프로세서(950)는 수신기(30)를 구성하여 데이터

수신을 개시하고, mux(960)를 설정하여 디코더(925)에 의해 사용된 LLR 값이 LLR LUT(915)에 의해 제공되게 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수신기의 다른 실시예가 도 15에 도시되었다. 이 실시예는, 대역 내 또는 대역 밖의 신호 채널은

LLR LUT(915)의 초기화를 위하여 신호(914)를 통해 프로세서(950)에 직접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외하면,

도 13에 대해 상술한 것과 유사하다.

수신기(30)에 보내기 위한 LLR 값을 먼저 결정하는 송신기(5)에 관해 기술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은 수신기(30) 내에서 수

행될 수도 있다. 이 점에 관해, 수신기(30)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른 실시예가 도 16에 도시되었다. 수신기(30)는 하향 변환

기(905), 복조기(910), 훈련 신호 요소(930), 프로세서(950), LLR LUT(915) 및 디코더(925)를 포함한다. 데이터 수신에

대해, 이러한 실시예는 {존재하지 않는 mux(960)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기능한다. 특히, LLR

LUT(915)로부터의 LLR 값은 데이터 회복을 위하여 디코더(925)에 인가된다. LLR LUT(915)를 위한 값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프로세서(950)는 이전에 송신기(5)에서 수행된 LLR 계산을 수행한다. 도 1의 수신기(30)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과

정의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예시적인 흐름도를 도시하는 도 17을 참조한다. 단계(805)에 있어서, 수신기(30)는 송신기(5)

와의 통신을 시작(또는 재개시)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미리 정의된 심벌을 포함하는 미리 정의된 훈련 신호를 수신한다.

단계(810)에 있어서, 수신기(30)는 {훈련 신호 요소(930)에 의해 신호(931)를 통해 제공된} 미리 정의된 훈련 신호에 대

해, 수신된 훈련 신호로부터 LLR을 (상술한 바와 같이) 계산한다. 단계(815)에서, 수신기(30)는 계산된 LLR을 LLR

LUT(915)에 저장한다. 최종적으로, 단계(820)에서, 수신기(30)는 데이터 통신 모드로 전환하고, 도 1의 송신기(5)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시작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통신 시스템에서 LLR 값은, 통신 채널의 예상된 왜곡 및 수신된 심벌의 예상된

값의 분석에 기초하여, 수신기에 전송된다. 수신된 심벌의 예상 값의 중심은 LLR 계산에서 예시적으로 사용된다. 대안적

으로, LLR 값은 심벌의 훈련 시퀀스의 중심을 관찰하고 LLR을 계산함으로써, 각 수신기에서 계산된다.

상기를 고려하여, 위성 통신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개념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예

컨대, 설명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도시되지 않았지만, 송신기(5)는 대응하는 수신기가 하나 이상의 계층으로부터 데이터

를 회복하는 계층적인 변조 또는 계층화된 변조와 같은 다중 레벨 신호 구조를 송신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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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도시된 특정 요소를 위해 구성 요소의 그룹화는 단지 예시적인 것임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송신 지상국(1)은

단지 송신 안테나(10)만을 포함할 수 있어, 송신기(5)가 분배 시스템의 더 상류에 위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신기(30)

는 예컨대 전파 중계소(head-end)에 위치할 수 있고, 전파 중계소는 콘텐츠를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 및/또는 수신기에 전

송한다.

그 자체로, 상술한 사항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한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본 명세서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지는 않

았지만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 내에 드는 많은 대안적인 장치를 안출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예컨대, 별도의 기능 요소에 관해 예시되었지만, 이들 기능 요소는 하나 이상의 집적 회로(IC) 상에서 구현될 수 있

다. 유사하게, 별도의 요소로서 도시되었지만,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는, 예컨대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하나 이상의 단계에

대응하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예컨대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저장된-프로그

램-제어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요소로 도시되었지만, 거기의 요소는 임의의 조합으로 다른 유닛에 분

포될 수 있다. 예컨대, 수신기(30)는 TV(35)의 일부일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인 실시예에 대해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한정되는 본 발명의 사상과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장치가 안출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스템, 보다 상세하게는 위성에 기초한 통신 시스템에 이용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소프트 메트릭(soft metric)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소프트 메트릭 값을 상기 수신된 신호로부터 후속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룩업 테이블에 저장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비율(LLR : log-likelihood ratio)인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

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점은 위성 통신 시스템의 한 요소인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는 훈련 신호와 데이터 전달 신호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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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점은 데이터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인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종단점은 상기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인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된 신호와 상기 수신된 신호의 분할된 형태(a sliced version) 사이의 비교의

함수로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룩업 테이블을 다른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종단점으로 전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종단점은 위성 시스템의 수신 지상국인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룩업 테이블은, 상기 데이터 신호와 관련된 동위상(inphase) 및 직교

(quadrature) 성분이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룩업 테이블에 색인되도록, 배치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는 미리 정의된 심벌 시퀀스를 포함하는 훈련 신호인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

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훈련 신호와 상기 훈련 신호의 송신된 형태를 비교하여, 상기 비교의 함수로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는 데이터 심벌의 시퀀스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의 종단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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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른 종단점으로부터 소프트 메트릭 값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소프트 메트릭 값을 룩업 테이블에 저장하는 단계와,

수신된 신호 점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신된 데이터 신호를 하향 변환하는 단계와,

소프트 메트릭 값의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 점의 각 시퀀스의 동위상 성분과 직교 성분의 함수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을 어드레스 지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시퀀스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값인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른 종단점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신호의 함수로서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소프트 메트릭 값을 룩업 테이블에 저장하는 단계와,

수신된 신호 점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를 하향 변환하는 단계와,

소프트 메트릭 값의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신된 신호 점의 각 시퀀스의 동위상 성분과 직교 성분의 함수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을 어드레스 지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시퀀스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값인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는 훈련 신호인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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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된 훈련 신호와 상기 훈련 신호의 저장된 형태를 비교하여, 비교의 함수로

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단계는, 상기 수신된 신호와 상기 수신된 신호의 분할된 형태 사이의 비교의 함수로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하는 수신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1.

송신기로서,

수신기가 데이터 전달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 메트릭 값을 저장하기 위한 룩업 테이블과,

상기 저장된 소프트 메트릭 값을 상기 수신기에서 사용하도록 상기 수신기에 송신하기 위한 변조기를

포함하는 송신기.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훈련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복조기와, 상기 수신된 훈련 신호의 함수로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

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는 송신기.

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비율인 송신기.

청구항 24.

수신기로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신호 점의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조기와,

송신기로부터 제공된 소프트 메트릭 값을 룩업 테이블 내에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소프트 메트릭

값의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호 점의 각 시퀀스의 동위상 성분과 직교 성분의 함수로서 어드레스 지정되는, 메모리

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시퀀스를 사용하기 위한 디코더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5.

공개특허 10-2006-0010780

- 11 -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값인 수신기.

청구항 26.

수신기로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신호 점의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조기와,

신호 점의 상기 시퀀스의 함수로서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서와,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의 룩업 테이블을 형성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상기 룩업 테이블은 소프트 메트릭 값의 시퀀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신호 점의 각 시퀀스의 동위상 성분과 직교 성분의 함수로서 어드레스 지정되는, 메모리와,

상기 수신된 데이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프트 메트릭 값의 상기 시퀀스를 사용하기 위한 디코더를

포함하는 수신기.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비율인 수신기.

청구항 28.

제 26항에 있어서, 신호 점의 상기 시퀀스로부터 타깃 심벌의 시퀀스를 제공하기 위한 슬라이서(slicer)를 더 포함하고, 상

기 프로세서는 신호 점의 상기 시퀀스와 타깃 심벌의 상기 시퀀스 사이의 비교의 함수로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을 결정

하는, 수신기.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 메트릭 값은 로그-가능도 비율인 수신기.

청구항 30.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신호는 훈련 신호와 데이터 전달 신호를 포함하는 수신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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