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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반복 복호 후 얻게 되는 LLR(Log Likelihood Ratio)로 표 되는 연 정 비트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된 BRGC(Binary Reflected Gray Code) M-QAM(M-ary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신호 심벌을 rema-

pping하는방법을제시한다. Remapping하기 해서는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연산이나 하이퍼블릭 탄젠트

(tanh) 함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BRGC의 맵핑 법칙에 의해 심벌 remapping은 재귀(recursive) 연산을 이용한다. 

한, 구 복잡도를 이기 하여 curve fitting 방식을 제안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symbol remapping method of BRGC M-ary QAM signal by using LLR soft bit decision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after iterative decoding process. In order to reconstruct estimated transmitted signal con-

stellation, we have to use exponential or hyperbolic tangent(tanh) function resulting in high implementation complexity. 

The BRGC mapping rule enables us to use a recursive operation. In addtion, we reduce the implementing complexity 

by using a curve fitt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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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역 무선 통신을 하여 사용되는 QAM 신호

는 페이딩과 같은 무선 통신 채 의 특성에 따라

향을 많이 받는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Turbo 부호

혹은 LDPC(Low Density Product Code)를 채용하고, 

수신기에서는 반복 복호를 수행하여 높은 이득과 함

께 최 화된 성능을 얻을 수 있다[1]～[3].

그러나 심벌간 간섭(ISI: Inter Symbol Interference)

이 존재하는 무선 채 에서는 ISI를 이고, 추가 이

득을 얻기 해서 반복심벌 등화기를사용한다
[4]～[6]. 

이를 해서 이진 반복 복호기의 출력인 연 정 비

트 정보를 심벌 정보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귀방식을 이용한 심벌 Rema-

pping식을 제시하고, 구 복잡도를 이기 하여

curve fitting을 이용한 근사식을 제안한다.

Ⅱ. 본  론

2-1 시스템 모델

송신된 BRGC M-QAM 신호 는 BRGC 매핑 법

칙에 의하여 N개의 심벌을 갖는 실수 축(I, In-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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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RGC N-PAM 신호 와 L개의 심벌을 갖는 허

수 축(Q, quadrature)의 BRGC L-PAM 신호 를 합

성한 것으로   로 표 된다. 여기서 한 심

벌에포함되는비트의수  log  log× , 

 log,   log이다. N-PAM과 L-PAM의 심벌

간 간격이 2로 동일하고, 이면 각 축의 심벌

은 해당 축 상의 ±±3⋯± 신호

집합에 사상된다.  여기에서 신호 간 거리를 나타

내는 log⋅  , Eb 는 비트 에

지를 의미한다. BRGC 매핑된 M-QAM 신호의 부

호어는   ⋯      ⋯    의 순

서로 할당되며,    이 된다. 

그림 1은 BRGC 16-QAM 와 4-PAM의 신호 성상

도 상의 신호 들 치를 보여 다. 한, I 축의 i0 

역과 i1 역, Q 축의 q0, q1 역들은 QAM의 한

심벌을 구성하는 4개 비트 데이터들이 각각 1인 경

우 해당 비트 결정 역을 보여 다.

M-QAM은 I 축과 Q 축 두 개의 동일한 신호 특성

을 갖는 독립된 PAM 신호로 나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PAM 신호만을 고려하고 심벌의 개수는

M개로 일반화 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QAM 

신호 공간으로 확장한다. 

그림 1. BRGC 16-QAM과 4-PAM의 성상도

Fig. 1. Example of BRGC 16-QAM and 4-PAM con-

stellation.

 

수신된 BRGC M-PAM 신호의 비트 가정(hypo-

thesi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그리고 은 각각 송신된 신호, 수신

된 심벌의 값, 채 이득, 그리고 분산이 σ2
이고, 평

균이 (0)인 AWGN이다.     

2-2 트 보 분할 

M개의 심벌을 갖는 신호의 이진 반복 복호를 수

행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심벌 정보를 비트 정보

로 변환해야 한다. 비트 정보로 변환하기 해서는

MAP(Maximum a Posteriori)를 이용한다. AWGN 환

경에서 채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수신된

번째 M-PAM 심벌을 구성하는 m개의 부호어

 ⋯ 
 ⋯   에서 k번째 비트  

의 LLR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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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Bayes 정리와 같은 심벌에 포함되어

있는 K개의 비트 을 고려하면 다음 식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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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 근사 정리

ln


exp≈maxmin 를 용

하면 ≈
 




min  


min  


과

같이 표 되며, 이 식을 Max-Log-MAP으로 불리우

고 이진 반복 복호기에 입력된다. 

2-3 재귀 연산  이용한 심벌 Remapping

이진 반복 복호 시스템에서는 2 의 비트 정보 분

할만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심벌간 간섭(i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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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터보 등화기의

Fig. 2. Example of turbo equalizer.

 

symbol interference)이 존재하는 채 에서는 복호기

구성이 복잡해지지만, 좀 더 나은 성능을 얻기 해

서 터보 등화기(turbo equalizer) 등과 같이 이진 반복

복호를 수행하면서 수신 심벌에 하여 반복 으로

등화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심벌 등화를 해서는

이진 반복 복호기의 출력인 연 정 비트의 값을 원

래 송신된 신호의 심벌로 remapping할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터보 등화기의 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에서 remapper는 연 정된 비트 신호를 송신 신호

의 성상도상의 신호 ′으로 재 구성하는 블록이다. 

Remapper에서 번째 송신 심벌 에 응되는

성상도 상의 재구성 심벌 ′은 심벌을 구성하는 해

당 연 정 비트 정보들의 기 값으로
 

′   




Pr    
(4)

 

과 같이 계산된다. 만일 부호화된 데이터들이 i.i.d.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이고, 상 계가

없다면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 







Pr    
(5)

 

2-PAM 신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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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식 (5)의 재구성된 2-PAM 심벌

′   ⋅Pr 
⋅Pr 



 


 

 t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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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표기를 간단히 하기 하여 다음 함수를 정

의한다.
 

  tanh (6)
 

그림 1의 4-PAM 심벌 재 구성은

′    ⋅Pr   

⋅Pr   

⋅Pr   

⋅Pr   

이 되어 심벌 ′   이 된다.

따라서 차수가 높아짐에 따른 재구성된 심벌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그러므로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일반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이 재귀 연산이 가능한 수식으로 정

리된다.
 

′′  (7)
 

여기서 ′은 M-PAM의 재구성된 심벌을 의미한

다. 식 (7)은 재귀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비트 순서

로 입력하여 순차 계산이 가능하다.

2-4 근사식  이용한 심벌 재구

심벌을 재 구성할 때 구 복잡도를 좌우하는 것

은 식 (6)의 tanh 함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실제 구

이 어렵기 때문에 비선형 함수인 tanh 함수는 look- 

up table 참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그림 3

과 같이 tanh(1)=0.7616, tanh(2)=0.9640, tanh(∞ )=1로

입력값이 2 이상이 되면 거의 1로 포화됨을 알 수 있

다. 한, 반복 복호기를 통과한 신호는 출력 LLR 값

의 범 가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한 로 증

가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LLR값이 2보다 커지는

경우 값이 거의 포화되므로 LLR 값 범 내에

서 curve fitting 방식을 이용하여 ≈2

로 일차함수 근사화를 시킬 수 있다. 여기서 는

curve fitting 방식으로 구해진 계수이다. LLR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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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 근사화

Table 1. Approximation value of  .

 2

—1 1 0.4746

—2 2 0.4188

—3 3 0.3577

 

그림 3.   tanh2) 그래

Fig. 3. Graph of   tanh2).

 

그림 4. 표 1에 따라 근사화된 

Fig. 4. Approximated   using Table 1.

 

범 에 따른 의 근사식은 표 1과 같이 나타

난다.

표 1의 근사식을 이용하여 심벌을 재구성할 수도

있으나, 좀더 구 복잡도를 일 필요가 있는 경우

2≈1/2로 근사하여 곱셈 연산이 아닌 1회의 "bit 

shift right" 연산을 통하여 복잡도를 이고 고속 연

산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림 4는 표 1의 LLR 범 에 따라 근사화된

의 그래 를 나타낸 것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복 복호 후 얻어지는 LLR 표

의 연 정 비트 값을 이용하여 송신된 BRGC M- 

QAM 신호의 성상도 상의 심벌을 remapping하는 방

법을 제시하 다. 이 방법은 재귀 연산을 이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 한, 구 복잡도를 이기

하여 curve fitting 방식을 용하여 지수함수 는

tanh 함수를 일차 함수로 바꾸어 구 이 용이하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터보 등화기와 같은

반복 심벌 등화 방식 등에서 심벌을 재구성하는 블

록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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