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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소개된 곱 부호를 위한 새로운 복호 기법을 유한 비트 연판정 만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판정 데이터의 결합 법칙을 제시한다. 또한 연판정 데이터를 적용하기 용이한
길쌈부호를 이용하였을 때 결합 방식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모의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Ⅰ. 서 론

Ⅱ. 곱 부호를 위한 복호 기법

곱 부호(Product codes)는 직렬로 연접된 부호로서,
두 개 이상의 짧은 길이의 블록 부호들을 연결하여 긴
블록 부호를 구성 하는데 이용된다. 작은 최소 해밍
거리를 갖는 짧은 부호들을 결합하여 큰 최소 해밍
거리를 갖는 긴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곱 부호는
여러 분야에 널리 응용되어왔다.
이러한 곱 부호를 위한 새로운 복호 기법이 최근에
소개 되었다. [1] 이는 곱 부호의 하나의 수평부호를
기준으로 두 개의 독립적으로 수신한 연판정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법으로서 특히 높은 SNR 에서 적은 복잡도
증가만으로 큰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수평부호로
사용되는 부호는 선형이고 오류 검출 능력이 있는
어떠한 부호도 사용 가능하며, 수직부호로 사용되는
부호들은 단일 패리티 체크 부호나 해밍 부호와 같은
간단한 부호가 사용된다.
앞서 소개된 복호 기법은 적은 복잡도 증가와 큰 성능
이득을 나타내는 반면, 무한한 연판정 데이터를 이용한
Log-Likelihood Ratio(LLR) 덧셈과 tanh 연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로 하드웨어 에서 구현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3 비트, 4 비트 등의 유한 비트
연판정 만을 허용하는 환경에서 이 복호 기법을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복호 기법에 이용되는 두 연산을
분석하여 유한 비트 연판정 데이터가 이용되었을 때
복잡한 계산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표로 결합 법칙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간단한 대수 부호들이
수직부호로 이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쉽게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패리티 체크 부호를
기준으로 한다.

곱 부호의 부호어 행렬이  × ′ 행렬이라 하면 이
부호는  개의 수평부호어가 쌓여있는 행렬이 된다.
수직부호가 단일 패리티 체크 부호이면 수직부호의
패리티 체크 행렬  는 간단히  개의 1 이 하나의 행에
늘어서 있는 행렬이 되고, 하나의 수평부호어를
 , 1 ≤  ≤  라 정의하면 패리티 체크 행렬의 성질에
⃑ 이 모든 수직부호어에 대하여 성립한다.
의해 ∑  = 0
쉽게 말해 수직부호가 단일 패리티 체크 부호일 때는
하나의
수평부호어가
다른
모든
수평부호어들의
합(XOR)과 동일하다.
 의 연판정 LLR 값을  라 하면  들의 합의 연판정
값은 각  들을 아래의 식과 같이 결합한 결과값을
갖는다. [2]






 ⊞   = 2tanh tanh    tanh   




(1)

이를 토대로, 수평부호어의 오류 개수에 따른 정정
방법이 제시되었다. 오류가 발생한 수평부호어 개수를
라 하자.
i)  = 1; 오류가 발생한 수평부호어가 부호어 행렬에 한
개 존재한다면 이는 단일 패리티 체크 부호의 성질에
따라 다른 모든 수평부호어들의 합과 같다.
ii)  ≥ 2; 오류가 2 개 이상 발생한 경우, 오류가 발생한
수평 부호어를 각각  ,  , … ,  라 하면 이들 사이에
 =  ⊕ ⋯ ⊕  이 성립한다. 이 때 좌변에 해당하는
LLR 값은  , 우변에 해당하는 LLR 값은 (1)식에 의해
 ⊞ ⋯ ⊞  이다.  ,  , … ,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평부호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므로  ,  , … ,  를
제외한 나머지  를 ⊞ 연산 한 결과는 결과값의
부호(sign)에만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수평부호어  에 대한 LLR 정보를  뿐 아니라  ⊞ ⋯ ⊞
 도 가지고 있는 형태이므로, 두 LLR 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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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한 비트 연판정을 위한 결합 법칙
Ⅱ장의 복호 기법에 사용되는 연산은 크게 LLR 덧셈과
LLR tanh 계산으로 두 가지이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환경은 사용할 수 있는 비트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사용하는 연판정 데이터는 간단히 각 레벨의 대표 값을
이용한다. 먼저 LLR 덧셈을 고려한다. LLR 덧셈을
대표값들의 합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 최대비율 결합(Maximal Ratio Combining)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은 오류 발생한 수평부호어를,  는  의 연판정
데이터를 나타낸다. (1)식의 ⊞ 연산을 거친 데이터는
본래 채널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다른 채널 표준 편차를
가지므로, 이를 ′ 으로, 원래 채널 표준 편차를  로
나타내어 위와 같이 계산한다.
다음으로 LLR tanh 계산을 고려한다. (1)식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두 데이터를 더할
때의 신뢰도는 신뢰도가 더 낮은 쪽에 의존한다는 것과,
동일한 신뢰도를 갖는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할 때
신뢰도 감소량은 신뢰도가 높을수록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판정 구간의 길이와, 결합시 신뢰도 감소량을
반영한 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먼저 각 연판정 구간의 대표값을 LLR 로 변환하여
(1)식에 따라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된 LLR 결과 값을
다시 채널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복원하고, 결합되어
복원된 값을 포함하고 있는 연판정 구간을 해당하는 두
구간의 결합된 구간 값으로 취한다. 이 때 LLR 변환,
역변환은 가우시안 채널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역변환 시 채널 표준 편차를 이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이 최대비율 결합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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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값을 그대로 더함으로써 성능이득을 얻을 수 있다.
4 비트 연판정의 경우는 구간의 길이  가 약 0.3σ 로
짧아지므로
신뢰도
감소량이
구간을
넘어서는
SNR 영역이 3 비트의 경우보다 넓어진다. 따라서
타깃으로 하는 SNR 영역에 해당하는 표를 만들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다.
Ⅴ. 모의 실험 결과
그림 1 의 모의실험 결과에는 3 비트, 4 비트 tailbiting
길쌈부호가 수평부호로 이용되었으며, 복호에는 랩어라운드(Wrap-around) 비터비 알고리듬이 사용되었다.
[3] 무한대 연판정을 허용한 성능이 이와 비교되었다.
Product
#
뒤의
숫자는
최대
결합을
시도한
수평부호어의 개수를 뜻한다. 4 비트만을 사용한 곱
부호가 무한대 연판정을 허용한 부호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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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한 비트 연판정 결합의 성능 비교.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소개된 곱 부호를 위한 새로운
복호 기법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한 비트
연판정 만을 이용한 연판정 데이터의 결합 법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판정 데이터를 적용하기 용이하여
현재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길쌈부호를 곱 부호의
수평부호로 이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Ⅳ. 길쌈부호를 이용한 곱 부호 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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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트, 4 비트의 연판정을 적용했을 때의 길쌈부호를
이용한 곱 부호의 성능을 알아본다. 먼저 3 비트
연판정을 이용한 길쌈부호는 알려진 최적의 구간의 길이
 가 0.6σ 이다. (1)식의 분석을 통해 최대 신뢰도
감소량이 LLR 값으로 log  2 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실제 값으로 (  /2)log  2 이다. 최대 신뢰도 감소량이
구간 길이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면 어떠한 두 구간을
결합하더라도 결합된 결과값은 신뢰도가 낮은 쪽의
구간과 동일한 구간에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계산결과
 / ≥ 1.25dB 인 모든 SNR 영역에서 최대 신뢰도
감소량이 구간 길이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1.25dB
이하는 높은 프레임 오류율로 인해 길쌈부호의 타깃
범위가 아니므로 무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순히
신뢰도는 낮은 쪽, 부호는 두 구간이 같으면 +, 다르면
–를 취함으로써 본래의 LLR tanh 계산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얻은 결합된 대표값과 다른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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