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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항 수 : 총 53 항

(54)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 부호화/복호 장치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정보어를 입력받고, 상기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

호로 생성시 적용할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정보어

와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부호어를 생성하고; 상기 정보어중 미리 설정한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일부분을 천공한 후; 상기 일부분을 천공한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1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생성시 적용할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

렬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정보어와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부호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중 미리 설정한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일부분을 천공하는 과정과,

상기 일부분을 천공한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

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조 방식으로 변조하여 변조 심벌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변조 심벌을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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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호화율과,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크기

를 가지도록 생성된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된 개수의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며, 상기 부분 블록들은 미리 결정된 크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블록들중 미리 설정된 부분 블록들 각각에는 미리 설정된 순열 행렬이 일대일 대응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와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

록들의 크기에 상응하게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결정되어 생성된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미리 설정된,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

고,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순열 행렬들중 상기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일

경우 하기 수학식 7의 관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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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7

단, 상기 수학식 7에서 mod는 modulo 연산을 나타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어를 상기 부호어로 생성하는 과정은;

상기 크기에 상응하게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부분 블록들을 제1파트와 제2파트로 분류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를 상기 제1파트의 제1부분 행렬과 곱셈하여 제1신호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를 상기 제1파트의 제2부분 행렬과 곱셈하여 제2신호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신호와, 상기 제1파트의 제3부분 행렬과 제4부분 행렬의 역행렬의 행렬곱을 곱셈하여 제3신호로 생성하는 과정

과,

상기 제2신호와 제3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제1패리티인 제4신호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4신호와 상기 제1파트의 제5부분 행렬을 곱셈하여 제5신호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2신호와 상기 제5신호를 가산하여 제6신호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6신호와 상기 제1파트의 제4부분 행렬의 역행렬의 행렬곱을 곱셈하여 상기 제2패리티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를 상기 제2파트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제3패리티로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상기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상기 부호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부분 행렬 및 제2부분 행렬은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상기 정보어와 연관되는 정보 파트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부분 행렬과 제4부분 행렬은 패리티와 연관되는 제1패리티 파트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며, 상기 제5부분 행렬

과 제6부분 행렬은 상기 패리티와 연관되는 제2패리티 파트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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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정보어와 매핑되는 정보 파트와, 상기 정보어에 상응하

는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 각각과 매핑되는 제1패리티 파트와, 제2패리티 파트 및 제3패리티 파트를 포함

하며, 상기 정보 파트는 상기 정보 파트로 분류된 부분 블록들중 팩터 그래프상의 상기 설정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변

수 노드들에 연결되는 정보어를 포함하는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는 제3파트와, 상기 설정 차수 이상의 변수 노드들에 연결

되지 않는 정보어를 포함하는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는 제4파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2파트는 제5부분 행렬 및 제6부분 행

렬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5부분 행렬은 완전 하삼각 형태로 순열 행렬들이 배열된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완전 하삼각 형태로 배열된 순열 행렬들은 항등 행렬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3파트 및 제4파트로 분류된 부분 블록들중 미리 설정된 부분 블록들 각각에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팩

터 그래프상의 최소 사이클 길이가 미리 설정된 길이가 되고, 웨이트가 불균등하도록 순열 행렬이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생성시 적용할 부호화율이 1/2이고,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24Ns이고, 정보어 크기가 12Ns일 경우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하기 표 1과 같이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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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기 표 1에서 각 블록들은 상기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은 해당 순열 행렬들의 지수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이 존

재하지 않는 블록들은 0 행렬이 대응되는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Ns는 상기 부분 블록의 크기를 나타냄.

청구항 18.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부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생성시 적용할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정보어와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부호어를 생성하고, 상기 정보어

중 미리 설정한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일부분을 천공한 후, 상기 일부분을 천공한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제2패

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화기와,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조 방식으로 변조하여 변조 심벌로 생성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 심벌을 송신하는 송신기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호화율과,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크기

를 가지도록 생성된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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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된 개수의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며, 상기 부분 블록들은 미리 결정된 크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블록들중 미리 설정된 부분 블록들 각각에는 미리 설정된 순열 행렬이 일대일 대응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와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

록들의 크기에 상응하게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결정되어 생성된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미리 설정된,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

고,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순열 행렬들중 상기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일

경우 하기 수학식 8의 관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수학식 8

단, 상기 수학식 8에서 mod는 modulo 연산을 나타냄.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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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화기는;

상기 크기에 상응하게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정보어를 상기

부호화율에 상응하게 상기 설정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일부분이 천공되도록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정보어를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부분 블록들중 일부의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는 제1파트의 제1부분

행렬과 곱셈하는 제1행렬 곱셈기와,

상기 정보어를 상기 제1파트의 제2부분 행렬과 곱셈하는 제2행렬 곱셈기와,

상기 제1행렬 곱셈기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1파트의 제3부분 행렬과 제4부분 행렬의 역행렬의 행렬곱을 곱셈하는 제

3행렬 곱셈기와,

상기 제2행렬 곱셈기에서 출력한 신호와 제3행렬 곱셈기에서 출력한 신호를 가산하여 상기 제1패리티로 생성하는 제1가

산기와,

상기 제1가산기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1파트의 제5부분 행렬과 곱셈하는 제4행렬 곱셈기와,

상기 제2행렬 곱셈기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4행렬 곱셈기에서 출력한 신호를 가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2가산기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제1파트의 제4부분 행렬의 역행렬의 행렬곱을 곱셈하여 제2패리티로 생성하는

제5행렬 곱셈기와,

상기 정보어를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상기 제1파트의 부분 블록들을 제외한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는 제2파트

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제3패리티로 생성하는 부호화기와,

상기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정보어중 상기 설정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일부분을 천공하는 천공기와,

상기 일부분을 천공한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상기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상기 부호화율에 상응하게 스위칭하

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출력하는 스위치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부분 행렬 및 제2부분 행렬은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상기 정보어와 연관되는 정보 파트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3부분 행렬과 제4부분 행렬은 패리티와 연관되는 제1패리티 파트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며, 상기 제5부분 행렬

과 제6부분 행렬은 상기 패리티와 연관되는 제2패리티 파트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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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정보어와 매핑되는 정보 파트와, 상기 정보어에 상응하

는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 각각과 매핑되는 제1패리티 파트와, 제2패리티 파트 및 제3패리티 파트를 포함

하며, 상기 정보 파트는 상기 정보 파트로 분류된 부분 블록들중 팩터 그래프상의 상기 설정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변

수 노드들에 연결되는 정보어를 포함하는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는 제3파트와, 상기 설정 차수 이상의 변수 노드들에 연결

되지 않는 정보어를 포함하는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는 제4파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2파트는 제5부분 행렬 및 제6부분 행

렬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제5부분 행렬은 완전 하삼각 형태로 순열 행렬들이 배열된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완전 하삼각 형태로 배열된 순열 행렬들은 항등 행렬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3파트 및 제4파트로 분류된 부분 블록들중 미리 설정된 부분 블록들 각각에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팩

터 그래프상의 최소 사이클 길이가 미리 설정된 길이가 되고, 웨이트가 불균등하도록 순열 행렬이 배열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생성시 적용할 부호화율이 1/2이고,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24Ns이고, 정보어 크기가 12Ns일 경우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하기 표 2와 같이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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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표 2에서 각 블록들은 상기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은 해당 순열 행렬들의 지수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이 존

재하지 않는 블록들은 0 행렬이 대응되는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Ns는 상기 부분 블록의 크기를 나타냄.

청구항 34.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복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에 0을 삽입하는 과정과,

복호할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할지를 결정

하고,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검출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호화율과,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크기

를 가지도록 생성된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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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된 개수의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며, 상기 부분 블록들은 미리 결정된 크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블록들중 미리 설정된 부분 블록들 각각에는 미리 설정된 순열 행렬이 일대일 대응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와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

록들의 크기에 상응하게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결정되어 생성된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미리 설정된,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

고,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순열 행렬들중 상기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일

경우 하기 수학식 9의 관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수학식 9

단, 상기 수학식 9에서 mod는 modulo 연산을 나타냄.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검출하

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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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디인터리빙 방식 및 인터리빙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의 확률값들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의 확률값들에서 이전 복호시 생성된 신호를 감산하여 제1신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1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디인터리빙 방식으로 디인터리빙하는 과정과,

상기 디인터리빙된 신호를 입력하여 확률값들을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디인터리빙된 신호의 확률값들에서 상기 디인터리빙된 신호를 감산하여 제2신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제2신호를 상기 인터리빙 방식으로 인터리빙하고, 상기 인터리빙된 신호를 반복 복호하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검출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율이 1/2이고,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24Ns이고,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정보어

크기가 12Ns일 경우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하기 표 3과 같이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표 3]

상기 표 3에서 각 블록들은 상기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은 해당 순열 행렬들의 지수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이 존

재하지 않는 블록들은 0 행렬이 대응되는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Ns는 상기 부분 블록의 크기를 나타냄.

청구항 44.

가변 길이를 가지는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복호하는 장치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에 0을 삽입하는 수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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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할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할지를 결정

하고,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검출하는 복호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호화율과,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크기

를 가지도록 생성된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7.

제46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미리 설정된 개수의 부분 블록들을 포함하며, 상기 부분 블록들은 미리 결정된 크기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를 가변시킨 패리티 검사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 블록들중 미리 설정된 부분 블록들 각각에는 미리 설정된 순열 행렬이 일대일 대응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와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

록들의 크기에 상응하게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결정되어 생성된 행렬임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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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50항에 있어서,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상기 미리 설정된,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

고,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순열 행렬들중 상기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가 이고, 상기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들의 크기가 (Ns')일

경우 하기 수학식 10의 관계를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수학식 10

단, 상기 수학식 10에서 mod는 modulo 연산을 나타냄.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복호기는;

상기 복호할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디인터리빙 방식 및 인터리빙 방식을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열들 각각의 웨이트에 상응하게 변수 노드들을 연결하여 수신 신호의 확률값들

을 검출하여 출력하는 변수 노드 복호기와,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에서 출력한 신호에서 이전 복호시 생성된 신호를 감산하여 출력하는 제1가산기와,

상기 제1가산기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설정된 디인터리빙 방식으로 디인

터리빙하여 출력하는 디인터리버와,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행들 각각의 웨이트에 상응하게 검사 노드들을 연결하여 상기 디인터리버에서

출력한 신호의 확률값들을 검출하여 출력하는 검사 노드 복호기와,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에서 출력한 신호에서 상기 디인터리버에서 출력한 신호를 감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2가산기에서 출력한 신호를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설정된 인터리빙 방식으로 인터리빙하여 상

기 변수 노드 복호기 및 상기 제1가산기로 출력하는 인터리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부호화율이 1/2이고,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가 24Ns이고,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정보어

크기가 12Ns일 경우 상기 제1패리티 검사 행렬은 하기 표 4와 같이 표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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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기 표 4에서 각 블록들은 상기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은 해당 순열 행렬들의 지수들을 나타내며, 숫자들이 존

재하지 않는 블록들은 0 행렬이 대응되는 부분 블록들을 나타내며, Ns는 상기 부분 블록의 크기를 나타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부호화/복호하는 장치 및 방

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채널(channel)을 통하여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reliably) 데이터(data)를 전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는 초기의 음성 위주의

서비스를 벗어나 영상, 무선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는 고속 통신 시스템이 요구됨에 따라 시스

템에 적절한 채널 부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채널의 상황에 따라 잡음(noise), 간섭(interference) 그리고 페이딩(fading)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

에러(error)가 발생하여 정보의 손실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한 에러 제어 방식들(error-control scheme)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러한 에러 제어 방식들 중에 가

장 기본적인 방식은 에러 정정 부호(error-correcting code)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 1을 참조하여 일반적인 이동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기(transmitter/receiver)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송신기(100)는 부호화기(encoder)(111)와, 변조기(modulator)(113)와,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이하 'RF'라 칭하기로 한다) 처리기(115)를 포함하고, 수신기(150)는 RF 처리기(151)와, 복조기(de-

modulator)(153)와, 복호기(decoder)(155)를 포함한다. 먼저, 상기 송신기(100)에서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 데이터

(information data) u가 발생되면, 상기 정보 데이터 u는 상기 부호화기(111)로 전달된다. 상기 부호화기(111)는 상기 정

보 데이터 u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부호화 방식으로 부호화하여 부호화 심볼(coded symbol) c로 생성한 후 상기 변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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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로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113)는 상기 부호화 심볼 c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조 방식으로 변조하여 변조 심벌 s로

생성하여 상기 RF 처리기(115)로 출력한다. 상기 RF 처리기(115)는 상기 변조기(113)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RF

처리한 후 안테나를 통해 에어(air)상으로 송신한다.

이렇게, 상기 송신기(100)에서 에어상으로 송신한 신호는 상기 수신기(150)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고, 상기 안테나를 통

해 수신된 신호는 상기 RF 처리기(151)로 전달된다. 상기 RF 처리기(151)는 상기 수신 신호를 RF 처리한 후 그 RF 처리

된 신호 s를 상기 복조기(153)로 출력한다. 상기 복조기(153)는 상기 RF 처리기(151)에서 출력한 신호 s를 입력하여 상기

송신기(100)의 변조기(113)에서 적용한 변조 방식에 상응하는 복조 방식으로 복조한 후 그 복조한 신호 x를 상기 복호기

(155)로 출력한다. 상기 복호기(155)는 상기 복조기(153)에서 출력한 신호 x를 입력하여 상기 송신기(100)의 부호화기

(111)에서 적용한 부호화 방식에 상응하는 복호 방식으로 복호한 후 그 복호한 신호 를 최종적으로 복원된 정보 데이터

로 출력한다. 상기 송신기(100)에서 송신한 정보 데이터 u를 상기 수신기(150)에서 에러없이 복원하기 위해서 성능이 우

수한 부호화기 및 복호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동 통신 시스템의 특성상 무선 채널 환경을 고려해야만

하므로 무선 채널 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에러 제어 방식들중 가장 대표적인 에러 제어 방식은 에러 정정 부호를 사용하는 방

식으로서, 상기 에러 정정 부호의 대표적인 부호들로는 터보 부호(turbo code)와,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이하 'LDPC'라 칭하기로 한다) 부호 등이 있다.

상기 터보 부호는 종래 에러 정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던 컨벌루셔널 부호(convolutional code)에 비하여 고속 데이터 전송

시에 성능 이득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송 채널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의한 에러를 효과적으로 정정하여 데이터

전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상기 LDPC 부호는 팩터(factor, 이하 'factor'라 칭하기로 한다) 그

래프 상에서 합곱(sum-product) 알고리즘(algorithm)에 기반한 반복 복호(iterative decod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

호할 수 있다. 상기 합곱 알고리즘에 기반한 반복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복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LDPC 부호의

복호기(decoder)는 상기 터보 부호의 복호기에 비해 낮은 복잡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병렬 처리 복호기로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편, Shannon의 채널 부호화 이론(channel coding theorem)은 채널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데이터 레이트(data rate)

에 한해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Shannon의 채널 부호화 이론에서는 채널의 용량 한계까지의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는 채널 부호화 및 복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블록(block) 크기

가 굉장히 큰 랜덤(random) 부호는 Shannon의 채널 부호화 이론의 채널 용량 한계에 근접하는 성능을 나타내지만, MAP

(maximum a posteriori) 또는 ML(maximum likelihood) 복호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계산량에 있어 굉장한 로드(load)가

존재하여 실제 구현이 불가능하였다.

상기 터보 부호는 1993년 Berrou와 Glavieux, Thitimajshima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상기 Shannon의 채널 부호화 이론

의 채널 용량 한계에 근접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상기 터보 부호의 제안으로 인해 부호의 반복 복호와 그래프 표

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Gallager가 1962년 제안한바 있는 LDPC 부호가 재발견되었다. 또

한, 상기 터보 부호와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에는 사이클(cycle)이 존재하는데, 사이클이 존재하는 상기 LDPC 부

호의 factor 그래프 상에서의 반복 복호는 준최적(suboptimal)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상기 LDPC 부

호는 반복 복호를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 역시 실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의 성능을 가지

는 LDPC 부호는 블록 크기 107을 사용하여 비트 에러 레이트(BER: Bit Error Rate) 에서 Shannon의 채널 부호화의

채널 용량 한계에서 단지 0.04[dB]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q>2인 갈로아 필드(Galois Field, 이하

'GF'라 칭하기로 한다), 즉 GF(q)에서 정의된 LDPC 부호는 복호에 있어서 복잡도가 증가하긴 하지만 이진(binary) 부호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아직 반복 복호 알고리즘의 성공적인 복호에 대한 만족스런 이론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기 LDPC 부호는 Gallager에 의해 제안된 부호이며, 대부분의 엘리먼트들이 0의 값(zero value)을 가지며, 상기 0

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 이외의 극히 소수의 엘리먼트들이 0이 아닌(non-zero value) 값을 가지는, 일 예로 1의 값을

가지는 패리티 검사 행렬(parity check matrix)에 의해 정의된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상기 0이 아닌 값을 1이라고 가정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일 예로, (N, j, k) LDPC 부호는 블록(block) 크기가 N인 선형 블록 부호(linear block code)로, 각

열(column)마다 j개의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과, 각 행(row)마다 k개의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상기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을 제외한 엘리먼트들은 모두 0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로 구성된 성긴(sparse, 이하

'sparse'라 칭하기로 한다) 구조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의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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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weight)는 j개로 일정하며,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행의 웨이트는 k로 일정한 LDPC 부호를 균일(regular) LDPC 부호라고 칭한다. 여기서, 상기 웨이트라함은 상기 패리

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엘리먼트들 중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와 각 행의 웨이트가 일정하지 않은 LDPC 부호를 불균일(irregular) LDPC 부호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균일 LDPC 부호의 성능에 비해서 상기 불균일 LDPC 부호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상기 불균일 LDPC 부호의 경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와 각 행의 웨이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패리티 검

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와 각 행의 웨이트를 적절하게 조절해야지만 우수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

2를 참조하여 (N, j, k) LDPC 부호, 일 예로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일반적인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 H는 8개의 열들과 4개의 행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열의 웨이트는 2로 균일하며, 각 행의 웨이트는 4로 균일하다. 이렇게,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와

각 행의 웨이트가 균일하므로 상기 (8, 2, 4) LDPC 부호는 균일 LDPC 부호가 되는 것이다.

상기 도 2에서는 일반적인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3을 참조하여 상

기 도 2에서 설명한 (8, 2, 4)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3은 도 2의 (8, 2, 4)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8, 2, 4)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는 8개의 변수 노드(variable node)들, 즉 x1(300)과, x2

(302)과, x3(304)과, x4(306)과, x5(308)과, x6(310)과, x7(312)과, x8(314)와, 4개의 검사 노드(check node)들

(316,318,320,322)로 구성된다. 상기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1의 값을 가지는, 즉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가 존재할 경우 변수 노드 xi와 j번째 검사 노드 사이에 브랜치

(branch)가 생성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매우 작은 웨이트를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긴 크기를 가지

는 블록 부호에서도 반복 복호를 통해 복호가 가능하며, 블록 부호의 블록 크기를 계속 증가시켜가면 터보 부호와 같이

Shannon의 채널 용량 한계에 근접하는 형태의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MacKay와 Neal은 흐름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LDPC 부호의 반복 복호 과정이 터보 부호의 반복 복호 과정에 거의 근접하는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바가 있

다.

한편, 성능이 좋은 LDPC 부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는데, 상기 조건들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1)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사이클을 고려해야만 한다.

상기 사이클이란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에서 변수 노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edge)가 구성하는 루프(loop)

를 나타내는데, 상기 사이클의 길이는 상기 루프를 구성하는 에지들의 개수로 정의된다. 상기 사이클의 길이가 길다는 것

은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에서 루프를 구성하는 변수 노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들의 개수가 많다는 것

을 나타내며, 이와는 반대로 상기 사이클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에서 루프를 구성하는 변

수 노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들의 개수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사이클을 길게 생성할 수록 상기 LDPC 부호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사이클을 길게 생성할 경우,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에 짧

은 길이의 사이클이 많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에러 마루(error floor)등의 성능 열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LDPC 부호의 효율적인 부호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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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LDPC 부호는 상기 LDPC 부호의 특성상 컨벌루셔널 부호나 터보 부호에 비해 부호화 복잡도가 높아 실시간 부호화

가 난이하다. 상기 LDPC 부호의 부호화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 축적 부호(RA(Repeat Accumulate) code) 등이 제

안되었으나, 상기 반복 축적 부호 역시 상기 LDPC 부호의 부호화 복잡도를 낮추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LDPC 부호의 효율적인 부호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3)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차수 분포를 고려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균일 LDPC 부호보다 불균일 LDPC 부호가 성능이 우수한데 그 이유는 상기 불균일 LDPC 부호의 factor 그

래프상의 차수(degree)가 다양한 차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기 차수란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에서

각 노드들, 즉 변수 노드들과 검사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는 에지의 개수를 나타낸다. 또한,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

의 차수 분포란 특정 차수를 갖는 노드들이 전체 노드들 중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정한 차수 분포를

가지는 LDPC 부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Richardson 등이 이미 증명한 바가 있다.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4는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상기 블록 LDPC 부호는 효율적인 부호화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패리티 검사 행렬의 저

장 및 성능 개선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LDPC 부호로서, 상기 블록 LDPC 부호는 균일 LDPC 부호의 구조를 일반화시켜 확

장한 개념의 LDPC 부호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을 다수의 부분 블록(partial

block)들로 분할하고, 상기 부분 블록들 각각에 순열 행렬(permutation matrix)을 대응시키는 형태를 가진다. 상기 도 4에

도시되어 있는 P는 크기를 가지는 순열 행렬을 나타내며, 상기 순열 행렬 P의 위첨자 apq는 혹은

apq = ∞를 가진다.

또한, 상기 p는 해당 순열 행렬이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다수의 부분 블록들중 p번째 행에 위치함을 나타내며, q는 해당

순열 행렬이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다수의 부분 블록들중 q번째 열에 위치함을 나타낸다. 즉, 는 상기 다수의 부분

블록들로 구성된 패리티 검사 행렬의 p번째 행과 q번째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부분 블록에 존재하는 순열 행렬을 나타낸

다. 즉, 상기 p와 q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상기 정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블록들의 행과 열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도 5를 참조하여 상기 순열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도 4의 순환 행렬 P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순환 행렬 P는 크기를 가지는 정사각 행렬로서, 상기 순환 행렬 P는 상

기 순환 행렬 P를 구성하는 Ns개의 행들 각각의 웨이트가 1이고, 상기 순환 행렬 P를 구성하는 Ns개의 행들 각각의 웨이

트 역시 1인 행렬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순열 행렬 P의 크기를 라고 표현하였으나, 상기 순열 행렬 P가 정사각

행렬이므로 그 크기를 설명의 편의상 Ns라고도 표현하기로 함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한편, 상기 도 4에서 상기 순열 행렬 P의 위첨자 apq가 0일 때, 즉 순열 행렬 P0는 항등 행렬(Identity matrix) 를 나

타내며, 상기 순열 행렬 P의 위첨자 apq가 ∞일 때, 즉 순열 행렬 P∞는 영(zero) 행렬 나타낸다. 여기서, 는 크기가

인 항등 행렬을 나타낸다.

상기 도 4에서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은 전체 열의 개수가 이고, 전체 행의 개수가 이

므로(단, ),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이 최대 랭크(full rank)를 가지는 경우 상기 부분 블록들의

크기에 상관없이 부호화율(coding rate)은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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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

한편, 모든 p, q에 대해서 일 경우, 상기 부분 블록들 각각에 대응하는 순열 행렬들 각각은 영 행렬이 아님을 나타내

며, 부분 블록들 각각에 대응하는 순열 행렬들 각각의 각 열의 웨이트는 p, 각 행의 웨이트는 q인 균일 LDPC 부호가 된다.

여기서, 상기 부분 블록들에 대응하는 순열 행렬을 '부분 행렬'이라 칭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은 p-1개의 종속적인(dependent) 행들이 존재하므로 부호화율은 상기 수학식 1에서 계

산한 부호화율보다 큰 값을 가진다. 상기 블록 LDPC 부호는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부분 행렬들 각각의 첫 번

째 행의 웨이트 위치가 결정되면, 나머지 Ns-1개 행들의 웨이트 위치가 결정되므로, 상기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불규칙하게 웨이트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필요로 되는 메모리의 크기가 1/Ns로 줄어든다.

한편,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사이클이란 패리티 검사 행렬의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에서 변수 노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가 구성하는 루프를 나타내는데, 상기 사이클의 길이는 상기 루프를 구

성하는 에지들의 개수로 정의된다. 상기 사이클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에서 루프를 구성

하는 변수 노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들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사

이클의 길이를 길게 생성할수록 상기 LDPC 부호의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이와는 반대로,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

프상에 길이가 짧은 사이클이 많이 존재할 수록 상기 LDPC 부호는 에러 마루등의 성능 열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에러 정정

능력이 저하된다. 즉, 상기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에 길이가 짧은 사이클이 많이 존재할 경우 상기 길이가 짧은 사

이클에 속해있는 임의의 한 노드에서 출발한 자신의 정보가 적은 반복 회수 후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고, 상기 반복

회수가 증가할수록 그 정보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정보 업데이트(update)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에

러 정정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도 6을 참조하여 블록 LDPC 부호의 사이클 구조 특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패리티 검사 행렬이 4개의 부분 행렬들로 구성된 블록 LDPC 부호의 사이클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이다.

상기 도 6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블록 LDPC 부호는 효율적인 부호화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패리티 검사 행렬의 저장 및

성능 개선을 모두 고려한 LDPC 부호로서, 균일 LDPC 부호의 구조를 일반화시켜 확장한 개념의 LDPC 부호이다. 상기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4개의 블록들로 구성되며, 사선은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

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상기 사선 부분 이외의 부분들은 모두 0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

낸다. 또한, P는 상기 도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순열 행렬과 동일한 순열 행렬을 나타낸다.

상기 도 6에 도시한 블록 LDPC 부호의 사이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분 행렬 Pa의 i번째 행에 위치하는 1의 값을 가지

는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정하고, 상기 i번째 행에 위치하는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를 '0-점'이라 칭하기로 한다. 여기

서, 상기 부분 행렬은 상기 부분 블록에 대응되는 행렬을 나타낸다. 그러면, 상기 0-점은 상기 부분 행렬 Pa의 i + a번째 열

에 위치하게 된다.

상기 0-점과 동일한 행에 위치한 부분 행렬 Pb에서의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를 '1-점'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0-점과

마찬가지 이유로 상기 1-점은 부분 행렬 Pb의 i + b번째 열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1-점과 동일한 열에 위치한 부분 행렬 Pc에서의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를 '2-점'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

기 부분 행렬 Pc가 단위 행렬 I의 열들 각각을 오른쪽으로 모듈로(modulo) Ns에 대해서 c만큼 이동하여 획득한 행렬이기

때문에 2-점은 상기 부분 행렬 Pc의 i + b - c번째 행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상기 2-점과 같은 행에 위치한 부분 행렬 Pd에서의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를 '3-점'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3-

점은 상기 부분 행렬 Pd에서의 i + b - c + d번째 열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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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기 3-점과 동일한 열에 위치한 부분 행렬 Pa에서의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를 '4-점'이라 칭하기로 한다.

상기 4-점은 상기 부분 행렬 Pa에서의 i + b - c + d - a번째 행에 위치하게 된다. 즉, 0-점은 행렬 Pa의 i번째 행 (i+a)번

째 열에 존재하며, 1-점은 행렬 Pb의 i번째 행 (i+b)번째 열에 존재하며, 2-점은 행렬 Pc의 (i+b-c)번째 행 (i+b)번째 열

에 존재하며, 3-점은 행렬 Pd의 (i+b-c)번째 행 (i+b-c+d)번째 열에 존재한다.

상기 도 6에 도시한 LDPC 부호의 사이클 구조에서 길이가 4인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상기 0-점의 열의 위치와 4-점의 열

의 위치가 동일하게 된다. 즉, 상기 0-점의 위치 i와 4점의 열의 위치 i+b-c+d는 같다. 그러므로 상기 1점과 4-점간에는

하기 수학식 2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수학식 2

그리고, 상기 수학식 2를 다시 정리하면 하기 수학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3

결과적으로, 상기 수학식 3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길이가 4인 사이클이 생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0-점과 4p-점

이 최초로 동일하게 되는 경우는 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하기 수학식 4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수학식 4

다시 설명하면, 주어진 a, b, c, d에 대해 상기 수학식 4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들중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양의 정수를 p라

고 하면, 상기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은 블록 LDPC 부호의 사이클 구조에서는 길이가 4p인 사이클이 최소 길이를 가지는

사이클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 경우 이 성립하면, p = Ns가 되고, 따라서

길이가 4Ns인 사이클이 최소 길이를 가지는 사이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방식으로서 Richardson-Urbanke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상기 Richardson-

Urbanke 방식을 부호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패리티 검사 행렬의 형태는 완전 하삼각 행렬 형태에 유사한 형태를 가

질수록 부호화 복잡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도 7을 참조하여 완전 하삼각 행렬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

다.

상기 도 7은 완전 하삼각 행렬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패리티 검사 행렬은 완전 하삼각 행렬 형태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비해서는 패리티 파트의 형

태가 완전 하삼각 행렬 형태를 벗어난다. 상기 도 7에서 정보 파트의 순열 행렬 P의 위첨자 apq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혹은 apq = ∞를 가지며, 상기 정보 파트의 순열 행렬 P의 위첨자 apq가 0일 경우, 즉 P0는 항등 행렬

를 나타내며, 상기 순열 행렬 P의 위첨자 apq가 ∞일 때, 즉 순열 행렬 P∞는 영 행렬 나타낸다. 또한, p와 q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상기 정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 블록들의 행과 열의 개수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패리티 파트의 순

열 행렬 P의 위첨자 ap, x, y 역시 순열 행렬 P의 지수를 나타내며, 다만 설명의 편의상 정보 파트와의 구분을 위해 상이하

게 설정하였을 뿐이다. 즉, 상기 도 7에서 내지 역시 순열 행렬들이며, 상기 패리티 파트의 대각(diagonal) 부분

에 위치하는 부분 행렬들에 순차적으로 인덱스(index)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상기 도 7에서 Px와 Py 역시 순열 행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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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설명의 편의상 임의의 인덱스를 부여한 것이다. 상기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가지는 블록

LDPC 부호의 블록 크기를 N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복잡도는 상기 블록 크기 N에 대해서 선형

적으로 증가한다(0(N)).

한편, 상기 도 7과 같은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가지는 LDPC 부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분 블록의 크기가 Ns라고 할 때, 상

기 블록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 상에서 항상 차수(degree)가 1인 Ns개의 검사 노드들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상기 차수가 1인 검사 노드들은 반복 복호에 따른 성능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에 따라 Richardson-Urbanke 방식

과 같은 표준(standard) 불균일 LDPC 부호는 차수가 1인 검사 노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차수가 1인 검사 노

드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부호화가 가능하도록 패리티 검사 행렬을 설계하기 위해 상기 도 7과 같은 패리티 검사

행렬을 기본적인 패리티 검사 행렬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도 7과 같이 부분 행렬들로 구성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부분 행렬의 선택은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성능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상기 부분 행렬의 적절한

선택 기준을 찾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 상기에서 설명한 블록 LDPC 부호의 구성을 기반으로 하여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설계 방법

을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설계 방법과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기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6개의 부분 행렬들로 구성된 형태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은 도 7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6개의 부분 블록들로 분할한 도면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상기 도 7에 도시되어 있는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정보 파트(s)와, 제1패리티 파트

(p1)와, 제2패리티 파트(p2)의 부분 블록들로 분할한다. 여기서, 상기 정보 파트(s)는 상기 도 7에서 설명한 정보 파트와 같

이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어에 매핑되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파트를 나타내며, 다만 설명

의 편의상 표기를 달리하였을 뿐이다. 또한, 상기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는 상기 도 7에서 설명한 패리

티 파트와 같이 상기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패리티에 매핑되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파트를 나

타내며, 상기 패리티 파트를 2개의 파트들로 분할한 것이다.

상기 정보 파트(s)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A(802)와 부분 블록 C(804)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 A와 C이며, 상기

제1패리티 파트(p1)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B(806)와 부분 블록 D(808)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 B와 D이며, 제2

패리티 파트(p2)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O(814)와, 부분 블록 T(810)와 부분 블록 E(812)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

이 0과 T 및 E이다. 여기서, 상기 도 8에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이 7개의 부분 블록들로 분할된 것처럼 도시되어 있지만,

O은 별도의 부분 블록이 아니라 부분 블록 T(810)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 T가 완전 하삼각 형태를 가지므로 대각선을 중심

으로 O 행렬이 배치된 영역을 0으로 표기한 것일 뿐임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상기 정보 파트(s)와,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의 부분 행렬들을 사용하여 부호화 방법을 간략하게 하는 과정은 하기 도 10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

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기 도 8의 부분 행렬들을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9는 도 8의 부분 행렬 B의 이항 행렬(transpose matrix)과, 부분 행렬 E와, 부분 행렬 T와, 부분 행렬 T의 역행렬

(inverse matrix)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부분 행렬 BT는 상기 부분 행렬 B의 이항 행렬을 나타내며, 부분 행렬 T-1는 상기 부분 행렬 T의

역행렬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도 9에서 는 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도 9에서 상기 순열 행렬

는 항등 행렬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순열 행렬의 지수, 즉 이 0이 될 경우에

는 상기 순열 행렬 이 항등 행렬이 되기 때문이며, 또한 상기 순열 행렬의 지수, 즉 이 미리 설정된 값만큼 증가할 경

우에는 상기 순열 행렬이 상기 증가한 설정값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순환 쉬프트되어 결과적으로 상기 순열 행렬 이 항

등 행렬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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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으로 도 10을 참조하여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0은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 생성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0을 설명하기에 앞서,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생성하고자하는 블록 LDPC 부호의 부호어 크기와

부호화율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한 부호어 크기와 부호화율에 상응하게 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를 결정해야만 한다.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부호어 크기가 N이고, 부호화율을 R이라고 가정할 때 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는 이 된다.

또한, 상기 도 10에 도시되어 있는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 생성 과정은 최초에 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상황에

맞게 생성되고, 이후에는 상기 생성되어 있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상기 도 10의 패리티 검

사 행렬 생성 과정은 1번만 수행되면 된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먼저 제어기(controller)는 1011단계에서 상기 크기 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가로 축으

로 p개의 블록들로 분할하고, 세로 축으로 q개의 블록들로 분할하여 총 개의 블록들로 분할한 후 1013단계로 진행한

다. 여기서, 상기 블록들 각각의 크기는 이므로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은 개의 행들과 개의 열들로 구

성된다. 상기 1013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개의 블록들로 분할한 패리티 검사 행렬을 정보 파트(s)와 패리티 파

트, 즉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로 분류하고 1015단계 및 102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15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정보 파트(s)를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차수 분포에 맞

게 0이 아닌 블록, 즉 0 행렬이 아닌 블록과 0인 블록, 즉 0 행렬인 블록을 결정하고 1017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차수 분포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

하기로 한다. 상기 1017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차수 분포에 맞게 결정

한 블록들중 낮은 차수를 가지는 블록들중에서 0 행렬이 아닌 부분에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블록 사이클의 최소 사이

클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순열 행렬 을 결정하고 1019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순열 행렬 을 결정할 때는

상기 정보 파트(s) 뿐만 아니라 상기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의 블록 사이클 역시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상기 1019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차수 분포에 맞게 결정한 블록들중 높

은 차수(high degree)를 가지는 블록들중에서 0 행렬이 아닌 부분에 랜덤하게 순열 행렬 을 결정하고 종료한다. 여기

서, 상기 높은 차수를 가지는 블록들중 0 행렬이 아닌 부분에 적용할 순열 행렬 을 결정할 때 역시 블록 사이클의 최소

사이클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순열 행렬 을 결정해야만 하고, 또한 상기 정보 파트(s) 뿐만 아니라 상기 제1패리티 파

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의 블록 사이클 역시 고려해서 결정해야만 한다. 상기와 같이 패리티 검사 행렬의 정보 파트

(s)에 순열 행렬 을 배열한 형태가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한편, 상기 1021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패리티 파트, 즉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를 4개의 부분

행렬들, 즉 부분 행렬 B와, 부분 행렬 T와, 부분 행렬 D 및 부분 행렬 E로 분할한 후 10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3단계

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분 행렬 B를 구성하는 부분 블록들중 2개의 부분 블록들에 0이 아닌 순열 행렬 Py와 를 입

력하고 1025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부분 행렬 B를 구성하는 부분 블록들중 2개의 부분 블록들에 0이 아닌 순열

행렬 Py와 를 입력하는 구조는 이미 도 9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상기 1025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분 행렬 T의 대각 부분 블록들에는 항등 행렬 I를 입력하고, 상기 부분 행렬 T의

대각 성분들 아래의 (i, i+1)번째 부분 블록들에는 임의의 순열 행렬 을 입력하고 1027단계로 진행한다. 여

기서, 상기 부분 행렬 T의 대각 부분 블록들에는 항등 행렬 I를 입력하고, 상기 부분 행렬 T의 대각 성분들 아래의 (i, i+1)

번째 부분 블록들에는 임의의 순열 행렬 을 입력하는 구조는 이미 도 9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상기 1027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분 행렬 D에 순열 행렬 를 입력하고 10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9단계

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부분 행렬 E에는 마지막 부분 블록에만 를 입력하고 종료한다. 여기서, 상기 부분 행렬 E를

구성하는 부분 블록들중 마지막 부분 블록에 2개의 를 입력하는 구조는 이미 도 9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PC 부호는 터부 부호와 함께 고속 데이터 전송시에 성능 이득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전송 채널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의한 오류를 효과적으로 정정하여 데이터 전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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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상기 LDPC 부호는 부호화율(coding rate)면에 있어서 단점을 가진다. 즉, 상기 LDPC 부호는 비교적 높은

부호화율을 가지기 때문에 부호화율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현재 제안되어 있는 LDPC 부호의 경우 대

부분이 1/2의 부호화율을 가지고, 일부만 1/3의 부호화율을 가진다. 이렇게, 부호화율면에서의 제한은 결과적으로 고속

대용량 데이터 용량 전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비교적 낮은 부호화율을 구현하기 위해서 밀도 진화

(density evolution) 방식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차수 분포를 구할 수는 있지만, 상기 최적의 성능을 나타

내는 차수 분포를 가지는 LDPC 부호를 구현하는 것은 factor 그래프 상의 사이클 구조와 하드웨어 구현(implementation)

등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로 인해서 난이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부호화/복호하는 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화 복잡도가 최소화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복호하는 장

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짧은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복호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부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생성시 적용할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

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정보어와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부호어를 생성하고, 상기 정보어중 미리 설정한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일부분을 천공한 후, 상기 일부분을

천공한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하는 반

구조적 블록 LDPC 부호화기와,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조 방식으로 변조하여 변조 심벌

로 생성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 심벌을 송신하는 송신기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장치는; 가변 길이를 가지는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복호하는 장치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에 0을 삽입하

는 수신기와, 복호할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

용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검출하는 복호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어를 입력받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를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생성시

적용할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부호화하여 상기 정보어와 제1패리

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부호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정보어중 미리 설정한 차수 이상의 차수를 가

지는 일부분을 천공하는 과정과, 상기 일부분을 천공한 정보어와 상기 제1패리티와, 제2패리티 및 제3패리티를 포함하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반구조적 블록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복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호를 수신하고, 소정 제어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에 0을 삽입하는 과정과, 복호

할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크기에 상응하게 제1패리티 검사 행렬 혹은 제2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상기 0 삽입된 수신 신호를 복호하여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검출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

다.

본 발명은 반구조적(semi-systematic) 블록(block)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이하 'LDPC'

라 칭하기로 한다) 부호(이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라 칭하기로 한다)를 부호화(coding) 및 복호(decoding)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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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본 발명은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single parity check code)가 연접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 및 복호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즉, 본 발명은 블록 LDPC 부호의 팩터(factor, 이하 'factor'라 칭하

기로 한다) 그래프상의 최소 사이클(cycle)의 길이가 최대가 되고,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를 위한 복잡도가 최소

가 되고, 실시간 부호화가 가능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및 복호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발명에

서 별도로 도시하여 설명하지는 않지만 본 발명의 종래 기술 부분의 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송수신기 구성에 본 발명

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및 복호 장치를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반적으로, 선형 블록 부호(linear block code)에서 구조적 부호(systematic code)는 부호어(codeword)를 송신할 때 상

기 부호어중 일부분이 송신하려는 정보어(information bits)로 구성된 부호를 나타낸다. 따라서, 수신기측에서 송신기에서

송신한 부호어를 복호할 때 상기 부호어중 정보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복호하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비구조적 부호(non systematic code)는 부호어를 송신할 때 정보어를 송신하지 않고, 부호화기를 사용하

여 상기 정보어에 매핑(mapping)되는 부호어를 송신하는 부호를 나타낸다. 즉, 상기 비구조적 부호는 부호어 중 일부가 정

보어로 구성되는 구조적 부호와는 달리 부호어에 정보어가 포함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는 상기 구조적 부호처럼 정보어 전체가 부호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어의 일부만 부호어에 포함되고, 나머지

는 패리티가 부호어에 포함되는 부호를 나타낸다.

또한, 블록 LDPC 부호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차수(high degree)를 갖는 변수 노드(variable node)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뢰도가 높아서 낮은 차수를 갖는 변수 노드에 비해 신뢰도가 아주 높다. 여기서 차수란 factor 그래프에서 부호어 비트에

해당하는 변수 노드에 연결된 에지(edge)의 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차수는 4이상의 차수를 말하고 낮은 차수는 3

이하의 차수를 말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는 크기가 크고 부호화율(coding rate)이

원하는 부호화율보다 조금 낮은 부호를 사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부분인, 높은 차수를 갖는 변수 노드에 해당하는 정보어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높은 차수를 갖는 변수 노드에 해당하는 정보어 부분을 송신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

의 에러(error) 확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는 상기 높은 차수를 갖는 변수

노드에 해당하는 정보어 부분에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를 연접시킴으로써 에러 확률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상기 단일 패

리티 검사 부호란 부호어의 웨이트(weight)가 모두 짝수인 부호를 나타내는데, 상기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의 부호화시에

정보어의 웨이트를 계산해서 웨이트가 홀수이면 그 값이 0이 아닌(non-zero), 일 예로 1인 부호어의 마지막에 패리티를

첨가하고, 상기 웨이트가 짝수이면 그 값이 0인 부호어의 마지막에 패리티를 첨가하면 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는 반구조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즉 정보어의 일부분을 송신하지

않으므로 전송되지 않은 정보어는 수신기측의 복호기에서 소실(erasure)로 처리된다. 상기 소실 처리된 정보어는 복호할

때 해당하는 비트의 LLR(Log Likelihood Ratio) 값을 0으로 가정하고 복호된다.

한편, 패리티 검사 행렬(parity check matrix)에서 전체 열(column)의 개수가 N이고, 정보어 부분의 비트(bit)수가 K이고,

천공할 정보어 부분의 비트수가 Kp라고 가정하면, 실제 송신되는 패킷(packet)의 비트수는 N-Kp가 되므로 부호화율은 하

기 수학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5

그러면 여기서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

기로 한다.

상기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먼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해당하는 파트(part)(1100)와 신규로 추가된 부분 블록(partial block)들에 해당하는 파트

(1102)로 구성된다. 상기 도 11에서 굵은 실선으로 상기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해당하는 파트

(1100)와 신규로 추가된 부분 블록들에 해당하는 파트(1102)를 구분하여 도시하고 있다. 이하 설명의 편의상 상기 일반적

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해당하는 파트(1100)를 "기존 파트(1100)"라고 칭하기로 하며, 신규로 추가된

부분 블록들에 해당하는 파트(1102)를 "신규 파트(1102)라고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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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기 기존 파트(1100)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 기존 파트(1100)는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정보 파트(s)와,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p2)의 부분 블록들로 분할한다. 여기서, 상기 정보 파트(s)는 상기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하는 과정에

서 실제 정보어에 매핑되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파트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제1패리티 파트(p1)와 제2패리티 파트

(p2)는 상기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패리티에 매핑되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파트를 나타낸다.

상기 정보 파트(s)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A(1104)와, 부분 블록 H(1106)와, 부분 블록 C(1114)와, 부분 블록 I

(1116)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 A와, H와, C와, I이며, 상기 제1패리티 파트(p1)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B(1108)

와 부분 블록 D(1118)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 B와 D이며, 제2패리티 파트(p2)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O(1112)

와, 부분 블록 T(1110)와 부분 블록 E(1120)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들이 0과 T 및 E이다.

또한, 상기 신규 파트(1102)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신규 파트(1102)는 상기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정보 파트(s)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0(1126)

과 부분 블록 F(1128)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이 0과 F이며, 상기 제1패리티 파트(p1)의 부분 블록, 즉 부분 블록 0(1130)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이 0이며, 제2패리티 파트(p2)의 부분 블록, 즉 부분 블록 0(1132)에 대응되는 부분 행렬이 0이며, 제3

패리티 파트(p3)의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0(1122)과, 부분 블록 0(1124)과, 부분 블록 G(1134)에 대응되는 부분 행

렬들이 0과, 0과, G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신규 파트(1102)의 부분 블록 F(1128)와 부분 블록 G(113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블록

들은 모두 0 행렬로 대응된다. 여기서, 0 행렬이란 행렬을 구성하는 모든 엘리먼트(element)들이 0인 행렬을 나타낸다.

한편, 상기 기존 파트(1100)는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

록들 구조와 상이함이 존재한다. 즉, 부분 블록 H(1106)와 부분 블록 I(1118)는 상기 도 8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정보 파트(s)의 부분 블록 A(802)와 부분 블록 C(804)에서 높은 차수를 갖는 변수 노드

에 해당하는 정보어 부분을 분리한 부분 블록들이다.

상기 부분 블록 F(1128)는 상기 부분 블록 H(1106)와 상기 부분 블록 I(1116)과 함께 정보어 부분 중 차수가 높은 변수 노

드에 해당하는 부분 블록이고, 상기 부분 블록 G(1134)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제3패리티(p3)에 대응되는 부

분 블록이다. 또한, 상기 부분 블록 G(1134)는 부호화의 간단성을 위해 완전 하삼각 행렬이 대응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부분 블록 G(1134)에 완전 하삼각 행렬을 대응시키는 경우를 일 예로 하여 설명하지만, 상기 부분 블록 G(1134)에는 상기

완전 하삼각 행렬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행렬이 대응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가장 큰 특성은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블록 H(1106)와, 부분

블록 I(1116)와, 부분 블록 F(1128)에 해당하는, 즉 차수가 높은 정보어 부분을 송신하지 않고, 상기 차수가 높은 정보어

부분과 동일한 양의, 즉 부분 블록 G(1134)에 해당하는 제3패리티를 추가로 송신하는 것이다.

상기 차수가 높은 정보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기 때문에 상기 차수가 높은 정보어 부분을 송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 차수가 높은 정보어 부분을 일방적으로 송신하지 않게 되면 상기 차수가 높은 정보어 부분에서 에러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되므로 상기 제3패리티를 송신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도 11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특성을 일반적인 블록 LDPC 부

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특성과 비교하기 위해 2 파트 구조로 설명하였으나, 상기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

사 행렬의 구조와 상관없이 상기 도 11에서 설명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도 11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

로 도 12를 참조하여 도 11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일 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2는 도 11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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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2에 도시되어 있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도 11에서 설명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부분 블록 G(1134)에 매핑되는 부분 행렬 G를 항등 행렬 I로 대체한 행렬이다. 여기

서, 상기 항등 행렬 I라 함은 대각 엘리먼트(diagonal element)들만 1의 값을 가지고, 상기 대각 엘리먼트들 이외의 모든

엘리먼트들이 0의 값을 가지는 행렬을 나타낸다.

상기 도 12에 도시되어 있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하여 부호화를 수행할 경우, 상기 반구

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부호화하는 부호화기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즉, 상기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1) 부분은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과 동일한 부호화기 구조이며, (2) 부분은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

(single parity check code)들이 연접(concatenation)된 형태로써 각각의 패리티 비트들이 다른 패리티 비트들과 독립적

으로 생성된다. 즉,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응하는 부호화기 구조는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에 대응하는 부호화기 구조와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에 대응하는 부호화기 구조가 연접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부분은 축적기(accumulator) 구조이기 때문에 패리티 생성을 블록 단위

로만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지만,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 부분은 대각 엘리먼트들의 값만 1이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기 (2) 부분의 부호화를 한번에 수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는 일반적

인 블록 LDPC 부호와 거의 동일한 시간내에 부호화가 가능하다.

상기 도 12에서는 도 11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일 예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3

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율이 1/2이고, 블록 크기가 24Ns이고, 정보어 크기가 12Ns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율이 1/2이고, 블록 크기가 24Ns이고, 정보어 크기가 12Ns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Ns는 부분 블록의 크기를 나타내며, 상기 부분 블록의 크기 Ns는 4, 8, 12, 16, 20, 24, 32,

36, 40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와 같이 부분 블록의 크기 Ns를 가정하면, 1개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가지고 블록 크기가 96, 192, 288, 384, 480, 576, 672, 768, 864, 960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도 13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부분 블록들내에

존재하는 값들은 상기 부분 블록들에 매핑되는 순열 행렬(permutation matrix)들의 지수 값들을 나타낸다. 상기 순열 행

렬의 지수 값에 상기 블록 크기 Ns 값으로 모듈로(modulo) 연산을 수행하면, 그 블록 크기의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

사 행렬의 순열 행렬 지수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순열 행렬의 지수가 상기 Ns 값으로 모듈로 연산되었을 경우 그

결과값이 0이면 해당 순열 행렬은 항등 행렬(Identity matrix)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상기 도 13과 같은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모행렬(mother matrix)'이라 칭하기로 하고, 상

기 모행렬을 구성하는 부분 행렬들, 즉 순열 행렬들중에서 0 행렬이 아닌 순열 행렬들의 개수를 L이라 정의하고, 상기 모

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들 중에서 0 행렬이 L개의 순열 행렬들의 지수들이 이고, 상기 모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들의 크기는 Ns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모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들중 0 행렬이 아닌 순열 행렬

들이 L개이므로, 첫 번째 순열 행렬은 그 지수가 a1가 되고, 두 번째 순열 행렬은 그 지수가 a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순열 행렬인 L번째 순열 행렬은 그 지수가 aL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모행렬과 상이하게 새롭게 생성할 패리티 검사 행렬을 '자행렬(child matrix)'이라 칭하기로 하고, 상기 자행렬

을 구성하는 부분 행렬들, 즉 순열 행렬들중에서 0 행렬이 아닌 순열 행렬들의 개수를 L이라 정의하고, 상기 자행렬을 구성

하는 순열 행렬들의 크기가 Ns'이고, 상기 자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들의 지수들이 이라고 가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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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상기 자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들중 0 행렬이 아닌 순열 행렬들이 L개이므로, 첫 번째 순열 행렬은 그 지

수가 a1
'가 되고, 두 번째 순열 행렬은 그 지수가 a2

'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순열 행렬인 L번째 순열 행렬은 그 지수가

aL
'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수학식 6을 사용하여 1개의 모행렬로부터 생성하고자 하는 자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의 크기 Ns'를 선택

하여 가변 블록 크기를 가지는 자행렬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학식 6

또한, 상기 도 13에서의 부분 블록 구분들은 상기 도 11의 부분 블록 구분들과 동일하다. 상기 도 1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도 11의 부분 블록 T(1110)에 대응되는 부분 블록에는 완전 하삼각 형태로 순열 행렬들, 즉 항등 행렬들이 배열된다.

그리고, 상기 완전 하삼각 형태로 순열 행렬들이 배열된 블록들과 평행한 하향 블록들에 상기 순열 행렬들을 배열된다.

또한, 제1패리티 파트(p1)에 대응되는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B(1108)와, 부분 블록 D(1118)와, 부분 블록 0(1130)을

구성하는 블록들중 미리 결정된 블록들에는 순열 행렬들이 배열된다. 또한, 상기 정보 파트(s)에 대응되는 부분 블록들, 즉

부분 블록 A(1104)와, 부분 블록 H(1106)와, 부분 블록 C(1114)와, 부분 블록 I(1116)와, 부분 블록 0(1126) 및 부분 블

록 F(1128)에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상의 최소 사이클 길이가 최대가 되고, 웨이트가 불균등

하도록 상기 순열 행렬들이 배열된다.

상기 도 13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율이 1/2이고, 블록 크기가 24Ns이고, 정보어 크기가 12Ns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

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4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상기 도 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패리티 검사 행렬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먼저 제어기(도시하지 않음)는 1411단계에서 상기 반

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부호화하기 위한 정보어 벡터( )를 입력받고 1413단계 및 1415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

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부호화하기 위해 입력받은 정보어 벡터( )의 크기는 k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1413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입력받은 정보어 벡터( )와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A를 행렬 곱셈한 후

( ) 1417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부분 행렬 A에 존재하는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의 개수는 0의 값을 가지

는 엘리먼트들의 개수에 비해서 매우 적으므로 상기 정보어 벡터( )와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A의 행렬 곱셈은 비

교적 적은 횟수의 합곱(sum-product) 연산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기 부분 행렬 A에서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

트들의 위치는 0이 아닌 블록의 위치와 그 블록의 순열 행렬의 지수승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임의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비하여 매우 간단한 연산만으로도 행렬 곱셈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1415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C와 상기 정보어 벡터( )의 행렬 곱셈을 수

행하고( ) 1419단계로 진행한다.

한편, 상기 1417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정보어 벡터( )와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A의 행렬 곱셈 결과와 행

렬 ET-1의 행렬 곱셈을 수행하고( ) 1419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행렬 ET-1의 1

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의 개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블록의 순열 행렬의 지수승만 알게되면 상기 행렬 곱셈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상기 1419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와 를 가산하여 제1패리티 파트 벡터( )를 계산한

후( ) 142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가산 연산은 배타적 가산(exclusive OR) 연산으로 동일한 비트가 가산

될 때는 0이 되고 상이한 비트가 가산될 때는 1이 된다. 결국, 상기 1419단계까지의 과정은 제1패리티 파트 벡터( )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등록특허 10-0739510

- 27 -



상기 1421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B와 상기 제1패리티 파트 벡터( )를 곱셈한 후

상기 를 가산한 후 1423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정보어 벡터( )와 제1패리티 파트 벡터( )를 알면, 제2패리

티 파트 벡터( )를 구하기 위해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T의 역행렬 T-1을 행렬 곱해야한다. 따라서, 상기

1423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제2패리티 파트 벡터( )를 구하기 위해서 상기 1421단계에서 계산한 벡터에 상기

부분 행렬 T의 역행렬 T-1을 곱한 후( ) 14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호화하고자 하는 블록 LDPC 부호의 정보어 벡터( )만을 알면 제1패리티 파트 벡터( )

와, 제2패리티 파트 벡터( )를 구할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호어 벡터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1425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기를 사용하여 제3패리티 파트 벡터( )를 계산한 후

1427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제3패리티 파트 벡터( )는 상기 정보어 벡터( )중 높은 차수를 가지는 변수 노드

에 대응하는 정보어, 즉 전송되지 않는 정보어 대신 송신된다. 상기 1427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정보어 벡터( )중

높은 차수를 가지는 변수 노드에 대응하는 정보어를 제거한 후 14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429단계에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높은 차수를 가지는 변수 노드에 대응하는 정보어를 제거한 정보어 벡터( )와, 상기 제1패리티 파트 벡터( )와,

제2패리티 파트 벡터( ) 및 제3패리티 파트 벡터( )로 생성된 부호어 벡터( )를 생성하여 송신하고 종료한다.

또한, 하기 도 15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부분 블록 크기 Ns가 가변되는 반구조적 블

록 LDPC 부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야하므로 하기 도 15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에서 사용되는 행

렬들 각각은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이 변경될 때마다 상응하게 변경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상기 도 14에서도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상기 제어기가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이 변경

에 따라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행렬들을 변경함은 물론이다.

상기 도 14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1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 내부 구조에 대해

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도 15를 참조하면,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는 행렬 A 곱셈기(1511)와, 행렬 C 곱셈기(1513)

와, 행렬 ET-1 곱셈기(1515)와, 배타적(exclusive) 가산기(1517)와, 행렬 B 곱셈기(1519)와, 배타적 가산기(1521)와, 행

렬 T-1 곱셈기(1523)와, 부호화기(1531)와, 스위치(switch)들(1525, 1527, 1529,1533)와, 천공기(1535)로 구성된

다.

먼저, 입력 신호, 즉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로 부호화하고자 하는 크기 k의 정보어 벡터( )가 입력되고, 상기 입력된

크기 k의 정보어 벡터( )는 상기 천공기(1535)와, 행렬 A 곱셈기(1511)와, 행렬 C 곱셈기(1513)와, 부호화기(1531)

로 입력된다.

상기 행렬 A 곱셈기(1511)는 상기 정보어 벡터( )와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A를 곱한 후 행렬 ET-1 곱셈기

(1515)와 상기 배타적 가산기(1521)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행렬 C 곱셈기(1513)는 상기 정보어 벡터( )와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C를 곱한 후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천공기(1535)는 상기 정보어 벡터( )에서 높은 차수를 가지는 변수 노드에 대응되는 정보어를 천공한 후 상기

스위치(1512)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천공기(1535)는 상기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정보어 벡터( )에서 해당 정보

어를 천공하는 것이다. 상기 제어기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율에 상응하게 상기 천공기(1535)의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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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부호화기(1531)는 상기 정보어 벡터( )를 입력하여 상기 정보어 벡터( )에서 높은 차수를

가지는 변수 노드에 대응되어 천공되는 정보어를 대신하여 전송될 제3패리티 파트 벡터( )를 생성한 후 상기 스위치

(1533)로 출력한다. 즉, 상기 부호화기(1531)에서 출력하는 신호가 제3패리티 파트 벡터( )가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행렬 ET-1 곱셈기(1515)는 상기 행렬 A 곱셈기(1511)에서 출력한 신호에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ET-1를 곱한 후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는 상기 행렬 ET-1 곱셈기(1515)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행렬 C 곱셈기(1513)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가산한 후 상기 행렬 B 곱셈기(1519) 및 스위치

(1527)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는 비트별로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수행한다. 일 예로, 크기 3인 벡터 x = (x1, x2, x3)와

크기 3인 벡터 y = (y1, y2, y3)가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로 입력될 경우,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는 상기 크기 3인

벡터 x = (x1, x2, x3)와 크기 3인 벡터 y = (y1, y2, y3)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여 크기 3인 벡터

를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연산은 동일한 비트가 연산되면 0이 되고, 상이한 비트가 연산되면 1이 되는 배타적 논리합

연산을 나타낸다. 결국,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에서 출력하는 신호가 제1패리티 파트 벡터( )가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행렬 B 곱셈기(1519)는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에서 출력한 신호, 즉 제1패리티 파트 벡터( )를 입력하

여 상기 전체 패리티 검사 행렬의 부분 행렬 B를 곱한 후 상기 배타적 가산기(1521)로 출력한다. 상기 배타적 가산기

(1521)는 상기 행렬 B 곱셈기(1519)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행렬 A 곱셈기(1511)에서 출력한 신호를 가산한 후 상기 행

렬 T-1 곱셈기(1523)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배타적 가산기(1521)는 상기 배타적 가산기(151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행렬 B 곱셈기(1519)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행렬 A 곱셈기(1511)에서 출력한 신호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한 후 상

기 행렬 T-1 곱셈기(1523)로 출력하는 것이다.

상기 행렬 T-1 곱셈기(1523)는 상기 가산기(1521)에서 출력한 신호와 상기 행렬 T-1를 곱한 후 상기 스위치(1529)로 출

력한다. 여기서, 상기 행렬 T-1 곱셈기(1523)의 출력이 결국 제2패리티 파트 벡터( )가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스위치들(1525, 1527, 1529,1533) 각각은 자신이 전송하는 시점에서만 스위칭 온(switching on)되어 해당 신

호를 전송하도록 한다. 즉, 상기 정보어 벡터( )가 전송되는 시점에서는 상기 스위치(1525)가 스위칭 온되고, 상기 제1패

리티 파트 벡터( )가 전송되는 시점에서는 상기 스위치(1527)가 스위칭 온되고, 상기 제2패리티 파트 벡터( )가 전

송되는 시점에서는 상기 스위치(1529)가 스위칭 온되고, 상기 제3패리티 파트 벡터( )가 전송되는 시점에서는 상기 스

위치(1533)가 스위칭 온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가변 크기를 가지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야하므로 상기 도 15

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에서 사용되는 행렬들 각각은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이 변경될 때마다 상응하게 변경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상기 도 15에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제어기가 상기 반

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이 변경에 따라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에서 사용되는

행렬들을 변경함은 물론이다.

한편, 상기 LDPC 부호 계열의 모든 부호들은 factor 그래프 상에서 합곱 알고리즘(sum-product algorithm)으로 복호가

가능하다. 상기 LDPC 부호의 복호 방식은 크게 양방향 전달 방식과 흐름 전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기 양방향 전달

방식으로 복호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는 검사 노드(check node) 당 노드 프로세서(processor)가 각각 존재하여 복호기의

복잡도가 상기 검사 노드들의 개수에 비례하여 복잡해지지만, 모든 노드들이 동시에 업데이트되므로 복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이와는 달리 상기 흐름 전달 방식은 한 개의 노드 프로세서가 존재하여 모든 factor 그래프 상의 노드를 지나가며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따라서, 복호기의 복잡도는 간단해지지만 패리티 검사 행렬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노드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복호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부호화율에 상응하게 다양한 블록 크기를 가지는 반

구조적 블록 LDPC 부호와 같이 블록 단위로 패리티 검사 행렬을 생성하게 되면, 복호시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

고 있는 블록들의 개수만큼의 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므로 상기 양방향 전달 방식보다는 복호기 복잡도가 감소되며, 또한

상기 흐름 전달 방식보다는 복호 속도가 빠른 복호기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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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15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

음으로 도 1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리티 검사 행렬을 사용하여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복호하는 복

호 장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복호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상기 도 16을 참조하면,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복호 장치는 블록 제어기(block controller)(1610)와, 변수 노

드 파트(1600)와, 가산기(1615)와, 디인터리버(de-interleaver)(1617)와, 인터리버(interleaver)(1619)와, 제어기

(1621)와, 메모리(memory)(1623)와, 가산기(1625)와, 검사 노드 파트(1650)와, 경판정기(1629)를 포함한다. 상기 변수

노드 파트(1600)는 변수 노드 복호기(1611)와, 스위치들(1613,1614)를 포함하고, 상기 검사 노드 파트(1650)는 검사 노

드 복호기(1627)를 포함한다.

먼저,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는 상기 블록 제어기(1610)로 입력된다. 상기 블록 제어기(1610)는 상기 수신

신호의 블록 크기를 결정하며, 또한 상기 복호 장치에 대응하는 부호화 장치에서 천공된 정보어 부분이 존재할 경우, 상기

천공된 정보어 부분에 0을 삽입하여 전체 블록 크기를 조정한 후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로 출력한다.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는 상기 블록 제어기(1610)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블록 제어기(1610)에서 출력

한 신호의 확률값들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확률값들을 업데이트한 후 상기 스위치(1613)와 스위치(1614)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복호 장치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변수 노드들을 연결하며, 상기 변수 노드들에 연결된 1의 개수만큼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갖는 업데이트

연산이 수행된다. 상기 변수 노드들 각각에 연결된 1의 개수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열들 각각의 웨이트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열들 각각의 웨이트에 따라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의 내부 연

산이 상이하게 된다. 상기 스위치(1614)는 상기 스위치(1613)가 스위칭 온될 경우만을 제외하고, 즉 상기 스위치(1613)가

스위칭 오프될 경우만을 제외하고 스위칭 온되어 상기 블록 제어기(1610)에서 출력하는 신호를 상기 가산기(1615)로 전

달한다.

상기 가산기(1615)는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에서 출력한 신호와 이전 반복 복호(iteration decoding) 과정에서의

상기 인터리버(1619)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에서 출력한 신호에서 이전 반복 복호 과정에

서의 상기 인터리버(1619)의 출력 신호를 감산한 후 상기 디인터리버(1717)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복호 과정이 최초

의 복호 과정일 경우, 상기 인터리버(1619)의 출력 신호는 0이라고 간주해야함은 물론이다.

상기 디인터리버(1617)는 상기 가산기(1615)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방식에 상응하게 디

인터리빙(de-interleaving)한 후 상기 가산기(1625)와 검사 노드 복호기(1627)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디인터리버

(1617)의 내부 구조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는 구조를 가지며, 그 이유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1의 값을 가

지는 엘리먼트들의 위치에 따라 상기 디인터리버(1617)에 대응하는 인터리버(1619)의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상이해지

기 때문이다.

상기 가산기(1625) 이전 반복 복호 과정에서의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1627)의 출력 신호와 상기 디인터리버(1617)의 출

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이전 반복 복호 과정에서의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1627)의 출력 신호에서 상기 디인터리버

(1617)의 출력 신호를 감산한 후 상기 인터리버(1619)로 출력한다.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1627)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복호 장치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 상응하게 검사 노드들을 연결하며, 상기 검사 노드들에

연결된 1의 개수만큼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갖는 업데이트 연산이 수행된다. 상기 검사 노드들 각각에 연결된 1의 개수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행들 각각의 웨이트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행들 각각

의 웨이트에 따라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1627)의 내부 연산이 상이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1619)는 상기 제어기(1621)의 제어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방식으로 상기 가산기(1625)

에서 출력한 신호를 인터리빙한 후 상기 가산기(1615) 및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메모리

(1623)는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할 수 있는 모행렬만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제어기(1621)는 상기 메모리

(1623)에 저장되어 있는 모행렬을 리드(read)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블록 크기에 상응하는 순열 행렬의 크기 Ns'를 사용

하여 해당 자행렬을 구성하는 순열 행렬들의 지수를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기(1621)는 상기 생성한 자행렬을 사용하

여 상기 인터리버(1619)의 인터리빙 방식과 상기 디인터리버(1617)의 디인터리빙 방식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상기 복호

과정이 최초의 복호 과정일 경우에는 상기 디인터리버(1617)의 출력 신호는 0이라고 간주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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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뢰도 높은 복호를 수행하며, 미리 설정한 설정 반복 회수에

해당하는 반복 복호를 수행한 후에는 상기 스위치(1613)는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와 가산기(1615)간을 스위칭 오

프(switching off)한 후,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1611)와 경판정기(1629)간을 스위칭 온하여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

(1611)에서 출력한 신호가 상기 경판정기(1629)로 출력하도록 한다. 상기 경판정기(1629)는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

(1611)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경판정한 후, 그 경판정 결과를 출력하게 되고, 상기 경판정기(1629)의 출력값이 최

종적으로 복호된 값이 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최소 사이클 길이가 최대가 되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제안함으

로써 에러 정정 능력을 최대화시킨다. 따라서, 상기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사용하여 수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복호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신뢰성 있는 복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효율적인 패리티 검사 행렬을

생성함으로써 블록 크기에 따라 복잡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 복잡도를 최소화시킨다는 이

점을 가진다.

즉, 본 발명은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제안함으로써 factor 그래프상에서 반복 복호를 적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장

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블록 단위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함으로써 최소

의 복호 복잡도를 가지면서도, 복호 속도 측면에서 개선된 복호기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본 발명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정보어 부분을 송신하지 않는,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가 연접된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블록 크

기가 크고 부호화율이 낮은 부호를 이용하여 비교적 더 높은 에러 정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패리티 검사 행렬의 특정 부분 블록에 완전 하삼각 행렬을 매핑시킬 경우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부호기 구조

에 비교적 간단한 단일 패리티 검사 부호기만을 연접하여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가변 크기를 가지는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복잡도를 블록 크기에 비례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인 부호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특히, 본 발명은 다양한 부호화율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블록 크기를 가지는 반

구조적 블록 LDPC 부호를 생성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드웨어 복잡도를 최소화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의 송수신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일반적인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의 (8, 2, 4) LDPC 부호의 factor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도 4의 순열 행렬 P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패리티 검사 행렬이 4개의 부분 행렬들로 구성된 블록 LDPC 부호의 사이클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7은 완전 하삼각 행렬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도 7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6개의 부분 블록들로 분할한 도면

도 9는 도 8의 부분 행렬 B의 이항 행렬과, 부분 행렬 E와, 부분 행렬 T와, 부분 행렬 T의 역행렬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일반적인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 생성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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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도 11의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부호화율이 1/2이고, 블록 크기가 24Ns이고, 정보어 크기가 12Ns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부호화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에 따른 반구조적 블록 LDPC 부호의 복호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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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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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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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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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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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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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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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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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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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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