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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patially coupled LDPC 부호의 변형된 부호에 적합한 윈도우 복호 (window decoding)
방식을 제안한다. 윈도우 복호 방식을 사용했을 시 기존 spatially coupled LDPC 부호보다 변형된
부호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모의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Ⅰ. 서 론
최근 Spatially coupled low-density pairty-check (SCLDPC) 부호가 높은 성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SCLDPC 부호는 low-density parity-check (LDPC) 부호의
한 종류로써 LDPC 부호의 길쌈 (convolutional) 형태로
처음 제안이 되었다. 이후 SC-LDPC 부호가 블록 (block)
LDPC 부호의 MAP (maximum a posteriori) 복호 임계값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1].
SC-LDPC 부호는 단일 LDPC 부호 여러 개를
연결하여 생성 할 수 있다. 최근 연결 상태를 변형한
새로운 SC-LDPC 부호가 제안되었고 기존 SC-LDPC
부호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이 밝혀졌다 [2]. 본
논문에서는 [2]에서 제안된 변형된 SC-LDPC 부호에
윈도우 복호 (window decoding) 방식 [3]을 사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 장에서는 SC-LDPC
부호와 변형된 SC-LDPC 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위
부호들에 적합한 윈도우 복호 방식을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앞서 다룬 부호들에 윈도우 복호 방식을
사용했을 때 유한한 길이에서의 성능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Ⅱ. SC LDPC 부호
SC LDPC 부호, SC(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𝐿𝐿) 는 단일 (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LDPC
부호 𝐿𝐿 개를 연결하여 생성된다. 연결 방법은 random
하게 하는 방법 [1] 과 protograph 를 이용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C-LDPC 부호를 [2]에서와
같이
protograph 를
이용해
설계한다.
임의의
protograph 는 기반행렬(base matrix)로 표현 가능하다.
<그림 1>은 SC(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𝐿𝐿) 부호의 기반행렬이다. 이때 𝐁𝐁 =
𝐁𝐁𝟎𝟎 + 𝐁𝐁𝟏𝟏 + 𝐁𝐁𝟐𝟐 의 차수 분포는 (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이다.
SC(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𝐿𝐿) 부호의 부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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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𝐒𝐒𝐒𝐒(𝒅𝒅𝒍𝒍 , 𝒅𝒅𝒓𝒓 , 𝑳𝑳) SC LDPC 부호의 기반행렬

[2]에서 제안하는 부호를 MSC-LDPC (modified SCLDPC) 부호라고 하겠다. MSC(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𝐿𝐿, ∆) 부호는 2 개의
테일바이팅 LDPC 부호의 ∆개 위치의 변수노드를 겹쳐서
만든다.
MSC(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𝐿𝐿, ∆) 부호의 부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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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SC-LDPC 부호가 SC LDPC 부호의 부호율
(1)과 동일한 부호율을 갖기 위해선 ∆와 𝑑𝑑𝑙𝑙 − 1과 같아야
한다. <그림 2>는 MSC(𝑑𝑑𝑙𝑙 , 𝑑𝑑𝑟𝑟 , 𝐿𝐿, ∆= 2)의 기반행렬이다.

길이 20000 인 부호에 대해서 부호를 이진 소거 채널
(binary erasure channel) 에서 검증하였다. 복호 방식은
BP (belief propagation) 복호 방식 및 윈도우 복호 방식
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 결과 BP 복
호 방식을 사용 했을 때와 윈도우 복호 방식을 두 가지
윈도우 크기 𝑊𝑊 = 5, 𝑊𝑊 = 8에 대해 모두 MSC-LDPC 부
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3> 이진 소거 채널에서 Block error 확률
Ⅵ. 결 론

<그림 2> 𝐌𝐌𝐌𝐌𝐌𝐌(𝟑𝟑, 𝟔𝟔, 𝑳𝑳, ∆) 부호의 기반행렬

Ⅲ. 윈도우 복호 방식

[3]에서 소개된 윈도우 복호 방식은 SC-LDPC 와 같이
패리티 체크 행렬이 convolutional 한 형태를 지니고 있을
때 낮은 복호 복잡도, 지연 (latency)를 얻기 위해 사용한
다. 윈도우 크기 𝑊𝑊 = 4일 때 기존 윈도우 복호 방식은 <
그림 1>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작은 크기의 기반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복호를 진행한다.
반면 MSC-LDPC 에 대해서 윈도우 복호를 하기 위해서
는 <그림 2>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기반 행렬에 대해서
먼저 복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서 표시된 기반 행렬에
해당하는 변수 노드를 전송측에서 먼저 전송한다. 이 기
반 행렬에 해당되는 변수 노드들이 성공적으로 복호가
됐을 시 남은 부분에 대한 복호 과정은 기존 SC-LDPC
의 윈도우 복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
윈도우 복호 방식을 사용했을 때 SC-LDPC 에 적합한
B𝑖𝑖 의 선택 방법은 논문 [3] 에서 제안되었다. 논문 [3]에
서 제안한 B𝑖𝑖 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변형된 SC-LDPC 부호에
적합한 윈도우 복호 방식을 제한하였다. 기존 윈도우
복호 과정과는 첫 복호 시도가 다르다. 모의 실험 결과
윈도우 복호 방식을 사용했을 시에도 유한한 길이에서
변형된 SC-LDPC 부호가 기존 SC-LDPC 부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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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윈도우 복호 방식에 적합한 MSCLDPC 의 B𝑖𝑖 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적화 과정을 거친
B𝑖𝑖 는 다음과 같다.

Ⅴ. 모의 실험 결과
모의 실험으로 앞서 소개한 부호들을 윈도우 복호를
사용했을 시 유한한 길이의 성능을 알아본다. 사용된
부호는 SC(3,6,20), MSC(3,6,20,2) 부호이다. 두 부호의
부호율은 동일하다.
유한한 길이의 성능 위 기반 행렬을 lifting 하여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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