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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무선 랜 표 안인 802.11n에서 채  부호화 알고리즘으로 채택된 LDPC부호의 복호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해 연구를 하 다. 샤논의 한계에 근 하기 해서는 큰 블록 사이즈의 LDPC 부호어 길이와 많은 반

복횟수를 요구한다. 이는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며, 그리고 이에 따른 력 소비량(power consumption)을 야기 시키

므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복잡도 LDPC 복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첫째로 큰 블록 사이즈와 많은 반복 

횟수는 많은 계산량과 력 소모량을 요구하므로 성능 손실 없이 반복횟수를 일 수 있는 부분 병렬 방법을 이용

한 복호 알고리즘, 둘째로 early stop 알고리즘에 해 연구 하 고, 셋째로 비트 노드 계산과 체크 노드 계산 시 일정

한 신뢰도 값보다 크면 다음 반복 시 계산을 하지 않는 early detection 알고리즘에 해 연구 하 다.  세가지 알고

리즘을 용하여 FPGA 칩에 구 한 결과 N=648, R=1/2일 때, 복호 속도는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거

의 두배에 가까운 110Mbps이고, 약 45%의 디바이스 사용량이 감소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first review LDPC codes in general and a belief propagation algorithm that works in logarithm domain. LDPC codes, 
which is chosen 802.11n for wireless local access network(WLAN) standard, require a large number of computation due to large size of coded 
block and iteration. Therefore, we presented three kinds of low computational algorithms for LDPC codes. First, sequential decoding with 
partial group is proposed. It has the same H/W complexity, and fewer number of iterations are required with the same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decoder algorithm. Secondly, we have apply early stop algorithm. This method reduces number of unnecessary 
iterations. Third, early detection method for reducing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is proposed. Using a confidence criterion, some bit nodes 
and check node edges are detected early on during decoding. Through the simulation, we knew that the iteration number are reduced by half 
using subset algorithm and early stop algorithm is reduced more than one iteration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of early detected method is 
about 30% offs in case of check node update, 94% offs in case of check node update compared to conventional scheme. The LDPC decoder 
have been implemented in Xilinx System Generator and targeted to a Xilinx Virtx5-xc5vlx155t FPGA. When three algorithms are used, 
amount of device is about 45% off and the decoding speed is about two times faster than convectional scheme.

키워드 

도 패리티 체크 부호, 부분 병렬 알고리즘, early stop 알고리즘, early detection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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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랜 환경에서 페이딩으로 인한 성능 열화를 극복

하기 한 오류정정 부호화 기법 ,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는 차세  통신시스템의 오류정정 방

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오류율이 거의 Shannon limit

에 근 하는 오류정정 부호 기술로 재 성의 

DVB-S2, Wibro 기반의 802.16e 등에서 채택되는 무선

통신에서 각 받는 강력한 오류정정부호기술이다

[1-3]. 차세  무선랜 기술인 802.11n에서도 BCC(Binary 

Convolutional Code)와 더불어 세가지 변조 기법과 네가

지 부호화율 그리고 세가지 부호어 길이를 가지는 

LDPC부호 한 오류정정 부호기술로 채택되어 LDPC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본 논문에서는 

802.11n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호화율에 따라 시뮬

이션을 하 다[5][9].

LDPC코드의 복호화는 많은 반복횟수와 계산량으로 

높은 복잡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잡도를 일 수 있는 세가지 방법에 해 802.11n 표

안에 근거한 LDPC 복호기를 연구하고, 시뮬 이션

하여 일반 인 복호화 방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

았다. 복잡도를 일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란, 첫째로 

동일한 복호 시간에 반복횟수를 반 이상 일 수 있으

며, 성능 한 열화가 없는 부분 병렬 방법을 이용한 복

호 알고리즘을 연구 하 다. 둘째, early stop 알고리즘에 

해 연구 하 다. Early stop알고리즘은 터보 부호등 반

복부호에서 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여 LDPC 

복호기에 용시켰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의 복호 비

트와 재의 복호 비트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더 이상 반

복을 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여 성능 분석 하 다. 셋

째로, 비트 노드 계산과 체크 노드 계산시 일정한 신뢰

도 값보다 크면 다음 반복시 계산을 하지 않는 early 

detection 알고리즘에 해 연구 하 다.  Early detection 

알고리즘은 국외에서 belief propagation의 개념으로 

근을 하고 있다[8]. 

기존의 방식과의 차이 은 기존의 방식은 비트노드

의 early detection을 하여 제거 하 는데 반해 본 연구에

서는 비트노드와 체크 노드 두개의 노드를 동시에 제거

하 으며, 최 의 신뢰성 있는 값을 설정하여 성능 열

화 없이 계산량을 일 수 있다. 최 의 임계치 설정 

한 row weight 와 column weight의 개수에 의존 이므로 

802.11n 표 안에 제시된 부호어에 한 최 의 값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세가지 방식을 802.11n기반 

LDPC 복호기에 용, Xilinx Virtx5-xc5vlx155t의 FPGA 

칩에 구 한 결과 N=648, R=1/2일 때, 복호 속도는 

110Mbps이고,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약 

45%의 디바이스 사용량이 감소하 다. 함으로써 계산

량  복잡도를 일 수 있어 향후 무선 랜 단말기 구

시 요한 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4][6][7].

Ⅱ. 802.11n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부호율에 한 성능 분석

IEEE 802.11n 표 안 기반의 시스템은 4개의 서로 

다른 부호화율  1/2, 2/3, 3/4 5/6을 지원하며, 각각의 부

호화율에서는 세 개의 서로 다른 z 사이즈를 지원한다. 

그리고 성능향상을 해  irregular LDPC 부호를 사용한

다. 802.11n에서 제공하는 각 부호화에 따른 부호화어 

크기 N,정보원의 크기 K 그리고 각 행과 열에서 ‘1’의 

개수를 나타내는 row weight와 column weight의 크기는 

표1과 같다. 그림 1은 가우시안 잡음에서 부호화블록 

사이즈 N이 648 이고 변조 방식이 BPSK 일 때 성능 그

래 이다.

표1 802.11n에서 제공하는 각 부호화율에 
따른 라메타

Table 1. The parameter of LDPC code in 802.11n

Coding 

rate R

Coded 

Word N

Information 

Size K

Row weight 




column weight 




1/2

648 324 8 12

1296 648 8 11

1944 972 8 11

2/3

648 432 11 8

1296 864 11 8

1944 1296 11 8

3/4

648 486 15 6

1296 972 15 6

1944 1458 15 6

5/6

648 540 22 4

1296 1080 22 4

1944 1620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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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부호화율에서 BER 성능 
곡선(반복횟수=8, N=648, BPSK변조방식)

Fig 1. The BER performances by coding rates. 
(iteration = 8, N = 648, BPSK modulation)

Ⅲ. 복잡도 알고리즘

3.1. Sequential Decoding with partial Group 

그림 2에서 와 같이 sequential decoding algorithm을 이

용함으로써 동일한 성능에서 계산량의 감소라는 두 가

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7][8]. 

Group 1

Group 2

Bit Node

Check node

Bit Node

Check node

Group 1

Group 2

Bit Node

Check node

Bit Node

Check node

(a)                     (b)

그림 2. Sequential 복호 과정. (A) 첫번째 부분 
집합의 update (B) 두번째 부분 집합의 update
Fig 2. Process of Sequential decoding 

(A) The update of first group (B) The update of 
second group

먼  check node를 p개의 부분집합으로 나 다. 각각

의 부분집합은 n개의  check node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총 check node의 수 pnM ×= 이다. 그 다음 첫 번째 부

분 집합의 check node를 업데이트 한다. 그 다음 업데이

트된 check node를 통해서 bit node를 업데이트 하며 그 

뒤 이때의 bit node를 통하여 다른 부분집합의 check node

를 업데이트 하게 된다. 이때 부분집합을 나  때 각각의 

check node들과 bit node들과의 edge를 범  하게 분포

하는 것이 요하다. 

직렬로 연결된 구조에서 첫 번째 복호기가 복호를 한 

후 외부정보(extrinsic imformation)를 두 번째 복호기에 

달되면서 복호 과정이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sequential decoding 과정 한 p개의 복호 모듈로 나뉘어 

각각의 복호를 마친후(bit node, check node), 다음 복호 

모듈로 달된다. 이는 이미 bit node update 결과 후 다음

의 부분집합으로 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비해 

성능열화 없이 같은 복호 시간에 2/
r

N 만큼의 반복회수

만 필요하다.( r
N : 기존 방식의 반복횟수) 

그림 3. sequential decoder와 기존 복호기의 
성능비교

Fig 3.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and 
sequential decoder. 

그림 3는 부분집합 (p=2) 경우의 sequential decoder와 

일반 인 decoder와의 BER 성능 곡선이다. Sequential 

decoding algorithm 을 사용하 을 경우 2.2 의 부호화

율 1/2에서 가우시안 잡음 채  환경하에서 시뮬 이션 

한 그림이다. 기존 방식의 8회의 반복횟수와 sequential 

decoding algorithm 용시 5회의 반복시 성능이 가장 근

함을 알 수 있다.

3.2. Early-stop algorithm

LDPC와 같은 반복 부호는 일정한 반복 후에는 더 

이상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상이 있으며, 이는 복호

속도 하  power소모량만 증가시키고는 결과만 맞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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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각 iteration순간에 나

온 LLR 값을 Hard decision 하여 비교하는 방식인 

HDA(Hard Decision Aided Algorithm) 이다. 각 iteration에

서 결정된 LLR을 HD 하여 그 다음 iteration과 비교, 더 이

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 decoding을 종료하고 최종 으로 

나온 LLR을 이용하여 디코딩한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early stop 알고리즘을 용시 

Eb/No가 3dB에서 약 3회 iteration을 게 하여 계산량을 

일수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iteration 8

회한 BER성능과 의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의 성

능 곡선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2. 0
/ NE

b 에 따른 평균 반복 횟수

Table 2. The number of iteration by 0
/ NE

b

Eb/N0
Hard decision

Iteration

0.5 7.9

1 7.9

1.5 7.7

2 7.0

2.5 6.1

3 5.1

그림 4. Early stop algorithm의 BER 
성능곡선(N=648,R=1/2,irregular LDPC, 가우시안 잡음)

Fig 4. The BER performance by early stop 
algorithm.(N=648, R=1/2, irregular LDPC, AWGN)

3.3. Early Detection Method

Decoding 과정의 복잡한 계산량을 이는  다른 방

법은 Early Detection이다. 이 Early Detection 방식은 높은 

log likelihood 값을 지닌 bit node나 check node는 신뢰할 

수 있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Detected 된 bit 

node나 check node 는 다음 iteration 에서 계산 과정을 거

치지 않는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1. initialization

모든 Detected Check node, bit node를 0 으로 기화 시

킨다.

Step2. Check node updates

Check node의 값이 일정한 기  값(Tc) 이상 일 때 

Detected check를 1로 설정하고 그 지 않을 경우 check 

node update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Step3. Bit node updates

그림 5. Tc=9로 고정시 Tb 값 변화에 따른 BER 
성능곡선(N=648,R=1/2,irregular LDPC, 가우시안 잡음)
Fig 5. BER performance by value of Tb at Tc=9.

표 3.  LDPC decoder에 요구된 계산량
Table 3. Required number of computation for LDPC 

decoder

conventional 

decoder
early detection method

Check nodes(g(a,b)) (M×(dc-1))×Nr (M×(dc-dc
*
-1))×Nr

Bit nodes(additions) (N×(dv-1))×Nr ((N-N
*
)×dv)×Nr

표 4. early detected 된 수
Table 4. The number of early detected edge

 
Eb/No

0 1 2 3
*

c
d 0 0.091 1.502 2.84

*

N 105.195 248.659 534.238 641.223

Bit node의 값이 일정한 기  값(Tb) 이상 일 때 

Detected node를 1로 설정하고 그 지 않을 경우 bit node 

update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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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Tc=9로 고정시키고 Tb값을 변화시키면서 

BER 성능을 나타낸 그림이다. Tb=26 일 때 일반 인 

LDPC decoder와 성능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3 

은 LDPC decoder에서 요구되는 계산량의 나열한 것이

다. 여기서 
*

c
d 는 각 check node당 early detected 한 edge의 

평균 숫자 이고, 
*

N 는 bit node를 early detected한 평균 

숫자이다. Tc=9, Tb=26으로 고정하 을 때 표4는 

0
/NE

b 가 에 따른 
*

c
d 와 *

N 의 숫자를 보여 다. 이 때 

N=648, K=324, M=324, 이며 c
d =8, v

d =11이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각 check node당 8개의 edge가 있는데 

0
/NE

b =3  일 때 약 28.4개를 일 수 있으므로 check 

node update 계산시 약 35%이상의 계산량을 감소 할 수 

있으며, 비트노드는 0
/NE

b =3일 때 기존 방식은 648이

나 early detect한 비트노드는 약 641.223이므로 약 98%이

상의 계산량을 감소할 수 있다.

Ⅳ. 802.11n 규격의 LDPC 복호기 구

본 논문에서는 고속의 LDPC 복호기를 구 하기 

해 앞의 세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 하 다. 구

시 사용된 복호기의 규격은 802.11n의 N=648, Z=27, 

R=1/2로 정하 다. 다음 그림 6은 구 을 한 복호기의 

구조이다.

그림 6. 고속의 LDPC 복호기 설계를 한 구조.
Fig 6. The structure for implementation of high-speed 

LDPC decoder.

본 논문에서는 LDPC 복호기의 설계를 해 

FSM(Finite State Machine), 지스터, CNU(Check Node 

Update), 메모리, LLR(Log Likelihood Ratio), BNU(Bheck 

Node Update) 등의 6부분으로 나 었다.

4.1. FSM(Finite State Machine) Block

그림 6에서 FSM은 Finite State Machine을 나타낸다. 

이 FSM 블록에서 모든 컨트롤 시그 을 정의하고, 다른 

블록들이 동작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킨다. 그림 7는 구

시 FSM에서의 상태 변화와 흐름에 따른 컨트롤 신호들

의 동작을 나타낸다.

4.2. Register Block

본 논문에서 CNU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 개수는 행렬

의 가로 개수와 같다. 802.11n 규격은 row weight의 개수

가 일정하지 않다. row weight가 최  8이기 때문에 구

시 한번의 연산에 처리하는 데이터는 8개 이고, 한 빠

른 복호 속도를 해 column weight의 크기 만큼을 병렬

로 처리 했다. column weight의 크기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  크기인 12를 병렬의 개수로 사용하 다. 즉, 

12x8개의 데이터를 한번에 연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H 

행렬에서 각 데이터의 치는 일정한 규칙성이 없고, 그 

개수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로 필요한 데이터

를 처리하기 해서 수신 데이터 개수 크기만큼의 지

스터가 필요하다. 

그림 7. 상태 변화에 따른 컨트롤 신호의 동작.
Fig 7. Behavior of control signal by changing state.

지스터의 사이즈는 그림 8과 같이 24x27x6 만큼을 

사용하 다. H 행렬의 가로 길이가 24, Z 사이즈가 27, 그

리고, 구 시 사용하는 데이터는 6 bit 벨의 연 정 데

이터를 사용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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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 시 사용한 지스터
Fig 8. The structure of register block

4.3. CNU(Check Node Update) Block

지스터에서 출력된 데이터는 CNU 블록으로 입력

된다. row weight가 최  8 이므로 CNU의 한 블록 당 입

력 데이터는 8개이고, column weight 만큼 병렬 처리를 

하므로 12개의 블록을 병렬로 연결하 다. 그림 11은 

CNU의 한 블록에서 데이터 하나에 한 CNU 값을 구하

기 한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d0에 한 CNU 값을 구하는 구조.
Fig 9. The structure for computation of CNU

CNU의 한 블록에 d0부터 d7까지 8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면 d0에 한 CNU값은 d0를 제외한 d1

부터 d7까지의 데이터에 의해 구할 수 있다. 그림 9

에서의 MIN 블록은 2개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치가 작은 데이터를 찾은 후 두 데이터의 부호의 곱

에 따라 부호가 음수일 경우 음수로, 양수일 경우 양

수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에 한 수식은 다

음과 같다.

        or      
      or     

CNU의 블록 하나에서는 그림 9과 같은 CNU 연산을 

8개의 데이터에 해 병렬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CNU 블록에 한 연산은 총 3클락이 소모된다. 이러한 

CNU 블록이 12개가 병렬이고 한번의 반복에서 행해지

는 CNU 연산은 Z 사이즈인 27과 같으므로, 모든 CNU연

산에 해서는 총 29클락이 소모된다. 

4.4. Memory Block

CNU 블록과 LLR 블록 사이에 메모리를 사용하 다. 

이는 CNU 연산이 모두 끝날 때 까지 CNU 값을 장을 

함과 동시에 LLR 연산을 하지 않기 함이다.

메모리는 입출력 단자가 별개의 RAM으로 설계 하

고, CNU 블록 하나의 출력이 8개씩 나오게 되고, 이러한 

블록이 12개가 병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병렬 

개수는 12x8로 총 96개의 메모리를 병렬로 연결하 다. 

메모리 사이즈인 27x7에서 하나의 메모리는 Z 사이즈 

만큼의 데이터를 장하기 해 주소를 27개로 설정하

고, CNU 연산에서 데이터의 오버 로우를 방하기

해 6비트가 아닌 7비트로 설계하 다. 이 게 설계된 

메모리는 CNU의 모든 연산이 끝날 때까지 CNU 출력을 

장한 후 CNU 블록의 연산이 끝나게 되면 다시 순서

로 LLR 블록으로 출력한다.

4.5. LLR(Log Likelihood Ratio) Block

CNU 블록의 출력과 함께, H 행렬의 인덱스도 LLR 블

록으로 입력된다. CNU 블록의 출력은 데이터의 치에 

계 없이 그 값만을 메모리에 장했기 때문에 데이터 

치에 따라 연산 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메모리

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서 역시 96개가 병렬로 입력

되므로, 이를 한번에 연산하기 해 LLR 블록은 지스

터로 구성하 다. 구 시 사용한 지스터 구조는 지

스터 블록의 구조와 같다.

LLR 블록은 모두 로그 도메인 연산이므로, 메모리 출

력과 함께 입력되는 H 행렬 인덱스에 따라 데이터의 

치에 더해지게 된다. LLR 블록의 연산이 끝나면 수신 데

이터를 LLR 값에 다시 더한다. 이 때, 지스터로 LLR 

블록을 구성하 기 때문에 연산이 끝난 후 수신 데이터

를 더할 필요 없이, LLR 블록 지스터의 기 값을 지

스터 블록에서의 수신데이터로 업데이트 시키면 간단

히 구 할 수 있다. 한 이를 이용하면 CNU 값에 한 

연산 27 클럭만을 소모하여 구 할 수 있다.

4.6. BNU(Bit Node Update) Block

BNU의 연산은 CNU와 달리 매우 단순하다. LLR 값

에서 CNU를 빼면된다. 이때, 메모리에 장되있는 C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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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해당되는 데이터 치를 알기 해 H 행렬의 인덱

스를 다시한번 사용하여 BNU 연산을 한다.

BNU 블록의 연산이 끝나면, 한번의 반복이 끝나게 

되는데, 두 번째의 반복부터 지스터 블록의 수신 데이

터는 LLR 블록을 기화 하는데만 필요하고, BNU 블록

의 출력이 CNU 블록에 입력된다. BNU의 출력은 바로 

CNU 블록으로 입력되어 지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되는 

클럭은 연산에 필요한 4클럭이다.

4.7. 고속 알고리즘 용  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Eb/No=3dB 일 때, AWG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환경에서 FPGA 칩을 이용하여 

VHDL로 802.11n LDPC 복호기를 구 하 다.

CNU 블록의 연산에서 29클럭이 사용되고, LLR에서 

27클럭, 그리고 BNU 블록의 연산에서는 CNU와 같이 실

행되어 4클럭만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한번의 반복에 

사용되는 클럭은 촘 60클럭이다.

표 5. 세 가지 알고리즘 용에 따른 디바이스 
사용 용량과 복호 속도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decoding speed and device 
utilization summary by using three algorithms.

 
Conventional   

Algorithm

Low   Complexity 

Algorithm

Slices 12,361 7,081

Flip Flops 11,959 7,081

LUTs 35,432 19,761

Block RAMs 45 24

Required  clock period 12ns 10ns

Decoding speed 56[Mbps] 110[Mbps]

표 5는 3장의 세 알고리즘을 사용하 을 때와 하지 않

았을 때를 비교하여, 하드웨어 사용량과 복호 속도의 차

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CNU와 BNU 모두 early 

detection 알고리즘을 용할 경우 슬라이스가 약 43%가 

감소하 고, 그에 따라 립 롭은 약 41%, LUT는 약 

45%, 메모리는 약 47%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 

계산량 감소에 의해 필요되는 최소 클럭의 속도 역시 감

소하여 알고리즘을 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알고리즘

을 용하 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도 증가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반복 부호에서는 샤논의 한계에 근하기 해서는 

큰 블록 사이즈와 많은 반복횟수를 필요하며, 이는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므로 성능 손실 없이 반복횟수를 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엿다. 반복횟수를 기존의 방

식에 비해 성능 열화 없이 이는 방법은 부분 병렬 방법

을 이용한 복호 알고리즘, 그리고 early stop 알고리즘에 

해 연구 하 고, 그리고 각각의 반복시 계산량을 이

기 해, 비트 노드 계산과 체크 노드 계산시 일정한 신

뢰도 값보다 크면 다음 반복시 계산을 하지 않는 early 

detection 알고리즘에 해 연구 하 다. 802.11n 규격에 

제시된 N=1944, K=972 dc=8, dv=11, R=1/2부호에서 시

뮬 이션한 결과 부분 병렬을 이용하여 p=2일 때 성능

열화가 거의 없이 반복회수를 거의 반으로 일 수 있

었으며, early stop 용결과, EbNo=3dB에서 약 3회의 반

복 횟수를 일 수 있다. 계산량을 일 수 있는 early 

detect 방식을 용시킨 결과 check node 계산량은 약 

30%, bit node계산량은 약 94%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의 구 을 한 타겟 디바이스는 Xilinx 

Virtx5-xc5vlx155t의 FPGA 칩을 사용하 다. 실제 고속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타겟 디바이스에 VHDL로 구 을 

할 경우 N=648, K=324, R=1/2에서 복호 속도는 110Mbps

이고, 계산량 감소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용하지 않

은 구 에 비해 약 45% 정도의 디바이스 사용량이 었

고, 필요되어지는 최소 클럭 역시 속도가 증가 했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토 로 향후 802.11n 기반의 

LDPC 복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속의 복호기 구

이 용이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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