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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부호화에따른 데이터 송수신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
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
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최소 사이클 길이, 불균형 블록 LDPC 부호, 웨이트, 저밀도 패리티 검사 행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8, 2, 4) LDPC 부호의 팩터(factor)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 비트를 신뢰도에 따라 LDPC 부호에 매핑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송신 장치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수신 장치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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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송신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수신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PC 부호의 복호화기 구조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불균일 오류 확률(unequal error probability)을 가지는 부호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셀룰라(cellular) 방식의 무선 이동 통신 시스템(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이 개발된
이래 국내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1세대(1G; 1st Generation) 이동 통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방식으로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에 2세대(2G; 2nd
Generation) 이동 통신 시스템이 시작되어 상용화 되었으며 1990년대 말에 향상된 무선 멀티미디어, 고속 데이터 서비스
를 목표로 시작된 3세대(3G; 3rd Generation) 이동 통신 시스템인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이 일부 상용화되어 서비스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4세대(4G: 4th Generation)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상
기 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이전 세대의 이동 통신 시스템들과 같이 단순한 무선 통신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유선 통신
네트워크와 무선 통신 네트워크와의 효율적 연동 및 통합 서비스를 목표로 하며 상기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보다 고
속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들이 표준화되고 있다.

  한편, 향후 고품질의 신뢰도 높은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어 정보(control information)들의 중요성은 증가하
고 있으며, 상기 고품질의 신뢰도 높은 통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방법들의 예로서 적응적 변조 및 코딩(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이하, 'AMC'라 한다) 방식 등이 있다.

  상기 AMC 방식은 채널 상태에 따라 부호율과 변조(modulation) 방식 등을 달리 하여 채널 상태가 좋을 때는 부호율과
변조 방식의 차수를 높여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채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부호율과 변조 방식의 차수를 낮추어
전송되는 신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때 상기 채널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어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널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복호
되어 채널 상태가 좋을 때의 부호율과 변조 방식으로 전송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다.

  이하, 상기에서 언급한 AMC에서 사용하는 제어 정보의 예를 이용하여 불균일 오류 확률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상기 AMC에서 사용되는 제어 정보는 채널의 상태를 0부터 최대(Maximum)값까지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상기 제어 정보는 4비트 내지 5비트로 구성되며,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상기 제어 정보가 4비트로 표현되는 0부
터 15까지의 값이라고 가정하면, 상기 제어 정보는 하기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AMC 레벨  제어 정보 비트

 0  0000
 1  0001
 2  0010
 3  0011
 4  0100
 5  0101
 6  0110
 7  0111
 8  1000
 9  1001
 10  1010
 11  1011
 12  1100
 13  1101
 14  1110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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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 1>을 참조하면, 예를 들어 15 등급인 1111의 제어 정보를 전송할 때 마지막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여 15등급인
1111을 1110으로 잘못 수신하게 되면 상기 AMC 레벨은 15등급에서 14등급으로 잘못 인식되게 된다. 그러나, 상기 15등
급인 1111의 첫 번째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1111이 0111이 되어 7등급이 되므로 상기에서 언급한 마지막 비
트가 바뀐 경우에 비하여 채널 정보에 대한 손실이 크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제어 정보는 마지막 비트보다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적게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고품질의 신뢰도 높은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어 정보 등과 같은 각 비트별 신뢰도가
다른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비트보다는 첫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낮을 뿐만 아니라 각 비트별
로 중요도가 다른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게 하는 부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 거리(minimum distance)를 중시하는 종래의 비반복 복호(non-iterative decoding) 방식을 사용하는 일반
적인 선형 블록 코드(Linear Block Code)의 경우에는 상술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게 하는 부호의 설계가 용이하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다. 즉, 종래의 일반적인 블록 코드의 경우에는 각 비트들이 오류가 날 확률들이 거의 동일하며, 상기 각 전
송 비트들에 오류가 날 확률들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부호화할 수 있는 부호화기의 설계가 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불균일 LDPC 부호를 이용하여 전송 비트의 오류 발생 확률을 차등적으
로 적용하여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불균일 LDPC 부호를 이용하여 불균일 오류 확률을 필요로 하는 제어 정보를 부호화함으로써 보
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전송 장치는;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
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
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수신 장치는;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
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수신된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
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복호화하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복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송신 방법은;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
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수신 방법은;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상기 수신된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
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복호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
다.

  본 발명은 종래의 선형 블록 코드에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부호를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밀
도 패리티 검사(Low Density Parity Check; 이하, 'LDPC'라 한다) 부호를 이용하여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부호를 구현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기 LDPC 부호의 팩터(factor) 그래프상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노드에는 높은 신뢰도를 요
구하는 비트를 매칭시키고, 오류 발생 확률이 높은 노드에는 낮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비트들 매칭시키는 불균일 LDPC 부
호를 제안한다.

  한편,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 각 노들들의 오류 발생 확률은 각 노드들에서의 사이클 및 차수에 의해 결정
된다. 즉, 각 노드에서 사이클은 길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으며, 차수는 높을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LDPC 부호의 경우, 변수 노드(variable node)의 차수(degree)가 높을수록 신뢰도(reliability)가 높아
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상술한 제어 정보 등의 각 비트별 다른 중요도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
도가 높은 비트(bit)에 더 많은 차수를 할당함으로써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부호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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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LDPC 부호는 반복 복호를 할 뿐만 아니라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 각 비트당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상술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부호를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다.

  우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기 LDPC 부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다.

  상기 LDPC 부호는 팩터 그래프 상에서 합곱(sum-product) 알고리즘(algorithm)에 기반한 반복 복호(iterative
decod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복호할 수 있다. 상기 합곱 알고리즘에 기반한 반복 복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복호 방법
을 사용함으로써 상기 LDPC 부호의 복호기(decoder)는 상기 터보 부호의 복호기에 비해 낮은 복잡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병렬 처리 복호기를 구현함에 있어 용이하게 된다.

  한편, 상기 LDPC 부호를 팩터 그래프로 표현하면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 사이클(cycle)이 존재하게 되는
데, 사이클이 존재하는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 상에서의 반복 복호는 준최적(sub-optimal)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상기 LDPC 부호는 반복 복호를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 역시 실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 짧은 길이의 사이클이 많이 존재할 경우에는 상기 LDPC 부호의 성능
열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 짧은 길이의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LDPC 부호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상기 LDPC 부호의 설계는 기존의 부호화 행렬(generate matrix)을 설계하는 방법과 달리 낮은 웨이트 밀도를 가지는 패
리티 검사 행렬(parity check matrix)을 설계하여 복호화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상기 웨이트라함은 상기
생성 행렬 및 패리티 검사 행렬을 구성하는 엘리먼트(element)들중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나타낸다.

  상기 LDPC 부호는 Gallager에 의해 제안된 부호이며, 대부분의 엘리먼트들이 0의 값을 가지며, 상기 0의 값을 가지는 엘
리먼트들 이외의 극히 소수의 엘리먼트들이 1의 값을 가지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 의해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LDPC 부호에 의한 부호화 방법은 블록 코드 부호화 방법으로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
터 I를 소정의 생성 행렬(Generative matrix) G와 연산하여 부호화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를 C라 할때,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 C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 C를 복호화할 경우, 상기 부호화된 데이터 C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 H와 연산되며, 하기 <수학
식 2>에 같이 모든 C에 대하여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과 연산된 결과가 0이 될 경우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수학식 2

  따라서, 상기 LDPC 부호는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 H로서 정의되며, 상기 LDPC 부호화를 위한 연산의 복잡도도 상기 패
리티 검사 행렬 H에 의해 결정된다.

  일 예로, (N, j, k) LDPC 부호는 블록(block)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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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먼트들을 제외한 엘리먼트들은 모두 0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들로 구성된 성긴(sparse, 이하 'sparse'라 칭하기로 한다)
구조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의해 정의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들의 개수가 j개로 일정하며,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
내 각 행의 웨이트들의 개수가 k개로 일정한 LDPC 부호를 균일(regular) LDPC 부호라고 칭한다. 이와는 달리, 상기 패리
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들의 개수와 각 행의 웨이트들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LDPC 부호를 불균일(irregular)
LDPC 부호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균일 LDPC 부호의 성능에 비해서 상기 불균일 LDPC 부호의 성능이 더 우수하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기 불균일 LDPC 부호의 경우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들의 개수와 각 행의 웨이트
들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패리티 검사 행렬내 각 열의 웨이트들의 개수와 각 행의 웨이트들의 개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야만 우수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하, 상기 LDPC 부호에 대해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을 도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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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 H는 8개의 열들과 4개의 행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열의 웨이트들의 개수는 2로 균일하며, 각 행의 웨이트들의 개수는 4로 균일하다. 이렇게,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
내 각 열의 웨이트들의 개수와 각 행의 웨이트들의 개수가 균일하므로 상기 (8, 2, 4) LDPC 부호는 균일 LDPC 부호가 되
는 것이다.

  상기 도 1에서는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도 1
에서 설명한 (8, 2, 4) LDPC 부호를 표현하는 팩터 그래프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상기 도 1의 (8, 2, 4)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8, 2, 4)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는 8개의 변수 노드(variable node)들, 즉 x1(311),
x2(313), x3(315), x4(317), x5(319), x6(321), x7(323) 및 x8(325)과, 4개의 검사 노드(check node)들(327, 329, 331
및 333)로 구성된다. 상기 (8, 2, 4)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i번째 열과 j번째 행이 교차하는 지점에 웨이트
(weight), 즉 1의 값을 가지는 엘리먼트가 존재할 경우 변수 노드 xi와 j번째 검사 노드 사이에 브랜치(branch)가 생성된
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은 매우 적은 개수의 웨이트들을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긴 길
이를 가지는 블록 부호(block code)에서도 반복 복호를 통해 복호가 가능하며, 블록 부호의 블록 길이를 계속 증가시켜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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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일반적으로 상술한 LDPC 부호의 각 비트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의 사이클을 고려해야만 한다.

  상기 사이클이란 LDPC 부호의 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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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터 그래프에서 루프를 구성하는 변수 노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들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는 반대로 상기 사이클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에서 루프를 구성하는 변수 노
드와 검사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들의 개수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의 사이클을 길게 생성할수록 상기 LDPC 부호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의 사이클을 길게 생성할 경우,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 짧은 길
이의 사이클이 많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오류 마루(floor)등의 성능 열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2)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의 차수가 높은 비트가 좋은 성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상기 팩터 그래프상에서 차수가 높은 비트가 차수가 낮은 비트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데 그 이유는 차수가
높은 비트는 반복 복호를 통하여 에지로 연결된 다른 비트들에 의하여 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기 차수란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 각 노드들, 즉 변수 노드들과 검사 노드들에 연결되어 있는 에지의 개수를 나타낸
다. 또한,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의 차수 분포란 특정 차수를 갖는 노드들이 전체 노드들 중 얼마만큼 존재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와 같은 불균일 LDPC 부호에서 각 노드들의 오류 발생 확률이 상술한 조건들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하여 각 비트들간의 중요도가 다른 제어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은 4
개의 정보 비트(information bits)를 입력받아 8개의 부호어(coded bits)를 생성하는 부호율이 1/2인 LDPC 부호의 예이
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갖는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는 변수 노드
(Variable Node; 300), 인터리버(Interleaver; 320) 및 검사 노드(Check Node; 330)로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상기 도 3
에서는 V.N1 내지 V.N8의 8개의 변수 노드들(303 내지 309)과 C.N1 내지 C.N4의 4개의 검사 노드들(331 내지 337)이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인터리버(320)는 결정되는 LDPC 부호에 따라 상기 변수 노드(300)와 검사 노드(330)를 연결하게
된다.

  한편, 상기 변수 노드들(300) 중에서 V.N1(303), V.N2(305), V.N3(307) 및 V.N4(309)는 정보어 비트들이 매핑되어 연
산되는 정보어 부분(301)의 변수 노드들이며, V.N5(313), V.N6(315), V.N7(317) 및 V.N8(319)은 상기 정보 비트들을
부호화하여 생성된 패리티 비트들이 매핑되어 연산되는 패리티 부분(311)의 변수 노드들이다.

  상기 각 변수 노드들에 연결된 선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복수의 검사 노드들과 연결되는 에지(edge)들을 나타내며, 상기 각
노드에 연결된 에지들의 개수가 차수(degree)를 의미한다. 즉, 상기 V.N1(303)에 연결된 에지는 6개이므로 차수가 6이
되며, 상기 V.N2(305)에 연결된 에지는 5개이므로 차수가 5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차수가 높을 수록 해당 노드에 매핑
되는 정보어 비트의 오류 발생 확률이 적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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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먼저 상기 각 노드들에 연결된 에지들의 개수, 즉 차수에 따라 정보어 비트들의 중요도를 고려하
여 부호화하게 된다. 즉, 부호화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비트들은 상기 차수가 높은 노
드들에 매핑하며, 반대로 중요도가 낮은 비트들은 차수가 낮은 노드들에 매핑한다. 또한, 동일한 차수를 가지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사이클이 큰 노드들이 오류 발생 확률이 낮으므로 상기 사이클이 큰 노드들에 보다 중요도가 높은 비트들을 매핑
하여 부호화한다.

  이하, 상기 도 3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비트 매핑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를들어 설명한다.

  우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할당하기 위하여 차수가 가장 높은 변수 노드 집합을 구하면 {V.N1}이다. 이때 집합
의 원소가 하나뿐이므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즉, 중요도가 높은 비트)를 상기 V.N1(303)에 할당한다.

  그런다음,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할당하기 위하여 할당받지 않은 변수 노드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변수
노드의 집합을 구한다. 상기 기할당된 변수 노드들 제외한 가장 높은 차수는 5이며, 상기 차수가 5인 변수 노드들의 집합은
{V.N2, V.N3}이므로 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가 된다. 이때에는 상기 두 변수 노드들의 차수가 같으므로 상기 두 개의 변수
노드들의 사이클을 살펴보고 사이클이 큰 변수노드를 선택한다. 만약, 상기 V.N3(307)이 V.N2(305)보다 사이클이 크다
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상기 V.N3(307)에 할당하고,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상기 V.N2(305)에
할당한다. 반대로, 상기 V.N2(305)가 V.N3(307)보다 사이클이 크다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V.N2(305)에
할당하고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V.N3(307)에 할당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할당하기 위하여 차수가 4인 V.N4(305)를 선택한다. 결국, 상기
V.N1(303)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로 매핑, V.N3(307)은 두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로 매핑, V.N2(305)는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로 매핑, V.N4(309)는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로 매핑한다. 한편, 상기 나머지 변수
노드들에는 패리티 비트들이 할당된다.

  이때, 상기 정보 비트들과 변수 노드들을 매핑하는 방법으로는 상기 LDPC 부호를 고정시키고, 상기 정보 비트들의 순서
를 상기 매핑 순서에 맞게 재배열하여 매핑하는 방법과, 상기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을 고정하고, 상기 LDPC 부호에서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열을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상술한 <표 1>에서와 같이 전송되는 정보 비트들이 상위 비트(MSB)에서 하위 비트(LSB)로 갈수록 중요도가 낮
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 예에서는 처음 배열된 순서에서 V.N2(305)와 V.N3(307)의 중요도가 바뀌었으므로 상기 패
리티 검사 행렬의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바꾸어 줌으로써 중요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매핑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의 두번째 비트와 세번째 비트를 바꾸어 줌으로써 매핑할 수도 있다.

  한편, 상술한 LDPC 부호의 설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호 성능은 상기 인터리버(interleaver)를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최
소 사이클을 개선함으로써 성능을 우수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상기 도 3에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PC 부호와 정보 비트들의 매핑 방법을 일반화하여 도 4를 참조하
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 비트를 중요도에 따라 LDPC 부호에 매핑하는 절차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우선 주어진 LDPC 부호의 패리티 검사 행렬에 따른 팩터 그래프를 차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정렬
한다(401 단계). 이때,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비트를 먼저 할당하기 위하여 순서를 나타내는 인덱스 i를 0으로 세팅
한다(403 단계). 그런다음, 할당하지 않은 변수 노드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변수 노드 집합을 구한다(405 단계).

  한편, 상기 405 단계에서 구한 집합의 원소가 하나일 경우 상기 하나의 할당하지 않은 변수 노드 중에서 가장 높은 변수
노드를 정보 비트에 할당한다(409 단계). 그러나 상기 405 단계에서 구한 집합의 원소가 복수개일 경우 같은 차수를 가지
는 집합에서 각 변수 노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한다.

  우선 상기 집합에 속한 비트를 할당하기 위하여 순서 인덱스 j를 0으로 설정한다(411 단계). 그런다음, 가장 차수가 높은
변수 노드들 중에서 사이클이 가장 큰 노드를 선택하여 정보 비트를 할당한다(413 단계). 다음으로, 순서 인덱스 j가 집합
의 개수와 작은지 검사하고(415 단계), 만약 집합의 개수 보다 작은 경우 순서 인텍스 j를 하나 증가(417 단계)한 후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즉, 상기 집합의 모든 변수 노드들이 정보 비트들에 할당될 때까지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415 단계의 검사에 의해 상기 집합의 모든 변수 노드들이 정보 비트들에 할당되면, 상술한 순서 인덱스 i가 입력 비
트 개수 K보다 작은지 검사(419 단계)한다. 이때, 만약 상기 i 값이 입력 비트 개수 K보다 작은 경우 순서 인덱스 i를 집합
의 개수만큼 증가(421 단계)시킨 후, 상기 405 단계부터 반복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입력 비트들이 할당되었으며, 상
기 할당에 따라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의 변수 노드의 매핑 순서를 정렬(423)한다. 즉,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들의 순서
에 따라 변수 노드의 순서를 정렬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기 LDPC 부호를 고정시키고, 상기 정보 비트들의 순
서를 상기 매핑 순서에 맞게 재배열하여 매핑하는 방법과, 상기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을 고정하고, 상기 LDPC 부호에서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열을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와 같이 함으로써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들을 중요도에 따라 LDPC 부호에 매핑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매핑 방
법은 상기 LDPC 부호의 오류 발생 확률을 결정하는 각 변수 노드의 에지 수(즉, 차수)와 상기 각 변수 노드의 사이클에 의
해 결정된다. 즉,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비트들은 상기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 상에서의
변수 노드들 중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을 통해 부호화되도록 매핑하고, 반대로 중요도가 낮은 비트들은 상기
변수 노드들 중 오류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변수 노드들을 통해 부호화되도록 매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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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도 5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LDPC 부호화 방법을 적용한 데이터 송수신 장치 및 방
법을 설명한다.

  먼저, 도 5 및 도 6을 참조하여 송수신 장치를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송신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데이터 송신 장치는 채널 부호화부(501), 신호 사상부(503) 및 변
조부(505)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 비트가 상기 채널 부호화부(501)에 입력되어지면, 상기 채널 부호화부(501)는 입력된 정보
비트를 부호화하여 부호어(coded bit)로 변환시킨다. 상기 부호화 과정은 보다 신뢰성 높은 통신 시스템을 위하여 정보 비
트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 첨가함으로써 채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상기 채널 부
호화부(501)로는 일반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길쌈 부호화기, 터보 부호화기 또는 LDPC 부호화기 등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채널 부호화부로는 불균일 LDPC 부호화기를 사용하며, 상기 입력된 정보 비트들 중 제
어 정보 등과 같은 불균일 오류 확률을 필요로 하는 정보 비트에 대하여서는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하
여 부호화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불균일 LDPC 부호화기는 상술한 바와 같이 입력되는 정보 비트들을 각
비트의 중요도에 따라 오류 발생 확률이 차등 적용되도록 LDPC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에 매핑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매핑 방법의 구현을 위하여 비트 정렬 제어부(507)를 추가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상기
정보 비트의 중요도에 따라 상기 LDPC 부호에 매핑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반면, 송신되는 정보 비트에서 중요도의 순서
가 정해져서 상기 채널 부호화부(501)로 입력될 경우에는 상기 비트 정렬 제어부(507)의 추가 없이 상기 LDPC 부호를 상
기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매핑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

  상기 채널 부호화부(501)의 출력 데이터인 부호화된 비트들은 신호 사상부(503)를 통해 신호 사상된다. 이때, 상기 신호
사상부(503)는 입력되는 비트 심볼들을 상기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상
기 변조 방식으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 상기 신호 사상부(503)에 입력되는
비트가 0인 경우 1로 사상되며 입력되는 비트가 1인 경우 -1로 사상된다.

  상기 사상된 신호는 변조부(505)를 통하여 송신될 신호로 변조되어 송신된다. 상기 변조부(505)는 상기 신호 사상부
(503)로부터 입력되어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 링크로 보낼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
이다. 상기 변조부(505)의 변조 방법으로는 BPSK, QPSK, 8PSK, 16QAM 및 64QAM 등의 방식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발
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도 5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송신 장치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는 후술하는 도 6의 수신 장치를 통해 수신할 수 있으며,
상술한 송신 과정의 역순으로 수신과정이 진행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수신 장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무선 채널을 통해 소정의 안테나(미도시)로 수신된 신호는 소정의 무선 처리부(미도시)에서 무선
처리를 거쳐 복조부(601)로 입력된다. 상기 복조부(601)에서는 상기 도 5의 송신 장치에서 설명한 변조부(505)의 변조 방
법에 따라 상기 수신 신호를 복조한다. 예컨대, BPSK 방식으로 변조된 데이터는 상기 BPSK 변조 방식에 대응하는 복조
방식으로 복조하게 된다.

  상기 복조부(601)에서의 출력 신호는 상기 복조에 따라 상기 도 5에서 언급한 변조부(505)에서의 변조되기 전 신호 사상
의 하나의 원소가 된다. 즉, 송신기에서 채널로 송신하기 위한 신호로 변형되었던 신호는 다시 변조기 전의 신호로 변환된
다.

  한편, 상기 복조부(601)의 출력 데이터는 역신호 사상부(603)에 의하여 신호 사상기를 통과하기전의 데이터 값으로 추정
되어 변환된다. 즉, 상기 역신호 사상부(603)는 상기 도 5에서 상술한 신호 사상부(503)의 대응하는 블록으로, 상기 복조
부(601)의 출력 데이터를 채널 복호화부(605)의 입력 값으로 변형하기 위하여 신호 사상부(503)를 통과하기 전의 비트에
대한 추정치를 구한다.

  상기 역신호 사상부(603)의 출력 데이터는 채널 복호화부(605)에 입력된다. 이때 상기 채널 복호화부(605)는 상기 도 5
에서 상술한 채널 부호화부(501)의 역과정으로 상기 역신호 사상부(603)의 출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송신한 정보 비
트를 추정하여 출력한다.

  한편, 상기 채널 복호화부(605)는 상기 도 5의 채널 부호화부(501)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때, 상기 채널 복호
화부(605)는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LDPC 복호기를 사용한다.

  즉, 상기 도 5의 채널 부호화부(501)에서 송신되는 정보 비트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기 불균일 LDPC 부호화기의 각
변수 노드들에 매핑하였으므로, 상기 채널 복호화부(605)에서는 수신 신호의 복호를 위하여 상기 채널 부호화부(501)에
사용된 불균일 LDPC 부호화기에 따른 불균일 LDPC 복호화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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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기 송신 장치에 구비된 비트 정렬 제어부(507)는 수신 장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며, 상술한 정보 비트들의
중요도에 따라 상기 불균일 LDPC 부호에 매핑하는 방법에 대한 매핑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채널 복호화부(605)를 제어하
게 된다.

  이하,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송수신 방법을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송신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송신할 정보 비트를 생성(701 단계)하게 되며, 상기 송신할 정보 비트의 중요도에 따라 부호
화기의 입력 노드에 매핑(703 단계)한다. 상기 매핑에 따라 불균일 LDPC 부호화기에 의해 채널 부호화(705 단계)하며, 상
기 채널 부호화된 정보 비트들은 신호 사상기로 사상(707 단계)되며, 변조기로 변조(709 단계)되어 수신측으로 최종 전송
(711 단계)된다.

  수신 방법은 상술한 송신 방법의 역순으로 수행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수신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채널로부터 신호를 수신(801 단계)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를 변조되기 전의 데이터로 복조
(803 단계)한다. 상기 복조 방법은 송신측의 변조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런다음, 상기 복조된 데이터는 역신호 사
상(805 단계)되며, 상기 역신호 사상을 할 때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신호 사상되기 전의 데이터에 대한 추정을 한다.

  상기 신호 사상기의 출력 값은 복호기에 입력되며, 부호화되기 전의 데이터 값으로 복호(807 단계)된다. 상술한 바와 같
이 상기 복호 방법은 상기 도 7에서 상술한 부호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
는 LDPC 부호에 의해 복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복호된 신호는 정보 데이터로 최종 출력(809 단계)된다.

  이하, 도 9를 참조하여 상술한 불균일 LDPC 복호화기,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균일 LDPC 복호 장치에 대해서 설
명하기로 한다.

  LDPC 부호의 경우 패리티 검사 행렬에 의하여 인터리버와 디인터리버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패리티 검사 행렬의 1의
위치에 따라 인터리버의 입력 값에 대한 출력 값이 달라지므로 패리티 검사 행렬이 달라지면 인터리버와 디인터리버의 구
조는 달라진다. 또한 패리티 검사 행렬의 1의 위치에 따라 변수 노드 복호기와 검사 노드 복호기도 패리티 검사 행렬 복호
기의 구조도 달라진다. 변수 노드 복호기는 각각의 변수 노드에 연결된 1의 개수만큼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을 갖는 갱신
(update) 연산이 수행되며 검사 노드 복호기는 각각의 검사 노드에 연결된 1의 개수만큼의 입력 값과 출력 값을 갱신 연산
이 수행된다. 여기서 각각의 변수 노드에 연결된 1의 개수는 각 열의 무게와 동일하며, 각각의 검사 노드에 연결된 1의 개
수는 각 행의 무게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패리티 검사 행렬의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각의 열의 무게에 따라 변수 노드 복호
기의 내부 연산이 달라지며 각각의 행의 무게(1의 개수)에 따라 검사 노드 복호기의 내부 연산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이용하여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부호를 설계함으로써 복호기의 구조를 구성하도록
한다.

  상기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불균일 블록 LDPC 부호의 복호화 장치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
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블록 LDPC 부호의 복호화 장치는 변수 노드 파트(900), 가산기(915), 디인터리버(de-
interleaver; 917), 인터리버(interleaver; 919), 제어기(921), 메모리(memory; 923), 가산기(925), 검사 노드 파트(950)
및 경판정기(929)로 구성된다. 상기 변수 노드 파트(900)는 변수 노드 복호기(911) 및 스위치(913)로 구성되고, 상기 검사
노드 파트(950)는 검사 노드 복호기(927)로 구성된다.

  먼저,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수신 신호는 상기 변수 노드 파트(900)의 변수 노드 복호기(911)로 입력되며, 상기 변
수 노드 복호기(911)는 상기 입력된 수신 신호의 확률값들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확률값들을 업데이트(update)한 후
상기 스위치(913) 및 상기 가산기(915)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915)는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911)에서 출력한 신호와
이전 반복 복호화(iteration decoding) 과정에서의 상기 인터리버(919)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
(911)에서 출력한 신호에서 이전 반복 복호화 과정에서의 상기 인터리버(919)의 출력 신호를 감산한 후 상기 디인터리버
(917)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복호화 과정이 최초의 복호화 과정일 경우, 상기 인터리버(919)의 출력 신호는 0이라고
간주해야함은 물론이다.

  상기 디인터리버(917)는 상기 가산기(915)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방식에 상응하게 디인
터리빙(de-interleaving)한 후 상기 가산기(925)와 검사 노드 복호기(927)로 출력한다. 상기 가산기(925)는 이전 반복 복
호 과정에서의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927)의 출력 신호와 상기 디인터리버(917)의 출력 신호를 입력하고, 상기 이전 반복
복호 과정에서의 상기 검사 노드 복호기(927)의 출력 신호에서 상기 디인터리버(917)의 출력 신호를 감산한 후 상기 인터
리버(919)로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인터리버(919)는 상기 제어기(921)의 제어에 따라 미리 설정되어 있는 설정 방식으
로 상기 가산기(925)에서 출력한 신호를 인터리빙한 후 상기 가산기(915) 및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911)로 출력한다. 여
기서, 상기 제어기(921)는 상기 본 발명에서 설계한 패리티 검사 행렬에 따라 메모리(923)에 저장되어 있는 인터리빙 방식
에 관련된 정보를 읽어 상기 인터리버(919)의 인터리빙 방식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복호화 과정이 최초의 복
호화 과정일 경우에는 상기 디인터리버(917)의 출력 신호는 0이라고 간주해야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 구성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부호에 대한 패리티 검사 행렬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며, 디인터리버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기반으로 제어기에 설정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 구성된다.

공개특허 10-2005-0062942

- 8 -



  상기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류 없이 신뢰도 높은 복호화를 수행하며, 미리 설정한 설정 반복 회수
에 해당하는 반복 복호화를 수행한 후에는 상기 스위치(913)는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911)와 가산기(915)간을 스위칭 오
프(switching off)한 후,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911)와 경판정기(929)간을 스위칭 온하여 상기 변수 노드 복호기(911)에
서 출력한 신호가 상기 경판정기(929)로 출력하도록 한다. 상기 경판정기(929)는 상기 변수 노드복호기(911)에서 출력한
신호를 입력하여 경판정한 후, 그 경판정 결과를 출력하게 되고, 상기 경판정기(929)의 출력값이 최종적으로 복호화된 값
이 되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불균일 LDPC 부호는 상기 메모리(923)에 저장되며, 상기 저장된 불균일 LDPC 부
호는 송신하는 정보 비트를 중요도를 고려하여 LDPC 부호화 및 복호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부호이다. 따라서, 상기 전송되
는 정보 비트에서 각 비트들에 대한 중요도의 순서가 변경될 경우, 상기 LDPC 부호의 열을 치환하거나, 매핑 순서를 변경
함으로써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
서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다양한 차수를 가지는 LDPC 부호를 이용하여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
지는 부호를 설계하여 제어 정보 등과 같은 각 비트들의 중요도가 다른 정보의 부호화에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
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
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에지수가 많을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사이클이 길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부호화된 정보 비트들을 변조하여 전송하는 변조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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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매핑 방법은 상기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에 대한 저밀도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 열을 치환함으로써 매핑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6.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
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수신된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
들이 매핑되도록 복호화하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복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에지수가 많을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사이클이 길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복호화되기전 상기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방법은 상기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에 대한 저밀도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 열을 치환함으로써 매핑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
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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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에지수가 많을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사이클이 길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부호화된 정보 비트들을 변조하여 전송하는 변조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방법은 상기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에 대한 저밀도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 열을 치환함으로써 매핑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
에 상기 수신된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복호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에지수가 많을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의 오류 발생 확률은,

  상기 각 변수 노드에서 사이클이 길수록 오류 발생 확률이 낮아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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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복호화되기전 상기 수신된 신호를 복조하는 복조부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방법은 상기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에 대한 저밀도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 열을 치환함으로써 매핑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
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
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2.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신호를 복호화하는 장치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
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에 수신된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
들이 매핑되도록 복호화하는 불균일 저밀도 패리티 검사 복호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3.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
에 상기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부호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24.

  소정의 정보 비트들을 채널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각 비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상기 정보 비트
들을 부호화하여 전송하고, 상기 전송된 신호를 복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균일 오류 확률을 가지는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의 팩터 그래프상에서의 각 변수 노드들 중에서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변수 노드들
에 상기 수신된 정보 비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보 비트들이 매핑되도록 복호화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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