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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  무선통신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높은 신뢰도와 함께 빠른 송속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

기 해서 MIMO 시스템과 LDPC 부호를 결합하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IMO 시스템과 

LDPC 부호의 결합시 LDPC 복호기에는 각 채 에서 수신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연 정된 비트를 LDPC 복호기에 

입력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은 모든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연 정된 비트를 분리하여 많은 계산량이 필요로 하

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보 벡터를 이용하여 성능의 감소없이 연 정된 비트를 분리하여 최  61%의 계산량을 감소

하는 방식을 제시하 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goal of providing high speed wireless data services has generated a great amount of interest among the research 

community. Several researchers have shown that the capacity of the system, in the presence of flat Rayleigh fading, improves significantly 

with the use of combined MIMO and LDPC. To feed the soft values to LDPC decoder, the soft values must be calculated from multiple 

transmitter and receiver antennas in Rayleigh fading channel. It requires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to get the soft symbols by increasing 

number of transmitter and receiver antennas.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d on effective algorithm for calculation of soft values from multiple 

antennas based on LLR. As result, This thesis shows that maximum 61% of computational complexity is reduced with a little loss of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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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  무선통신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높은 신뢰도

와 함께 빠른 송속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만

족시키기 해서는 스펙트럼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이

버시티  부호화 이득을 높을 수 있는 방법이 연구 

에 있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MIMO 시스템

은 다이버시티 기술을 사용하여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

를 갖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 이득과 부호

화 이득을 동시에 얻기 해 제안 되었다.[1] MIMO 시

스템은 부호화된 데이터를 다수의 송신 안테나에 나

어 송함으로써 높은 데이터 송률을 달성 할 수 있

다. 한편 오류정정부호인 LDPC 부호는 거의 모든 무선 

이동 통신에서 사용되는 기술로서 그 성능이 Shannon

이 제시하는 이론  한계값에 매우 근 하는 우수한 오

류정정 능력을 보이고 있다.[2] 이러한 LDPC 부호화 방

식은 재 인터넷의 표 안인 IEEE 802.16n과 국내의 

Wibro(Wireless Broadband) 인터넷 등에서 채  부호화 

알고리즘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MIMO 시스템과 LDPC 부호를 결합하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DPC와 같은 반복

부호화 방식은 MIMO 채 에서의 시공간 부호화 방식

과의 연 을 통하여 높은 신뢰도와 함께 최 의 다이버

시티 이득과 부호화 이득을 달성하고, 부호화된 데이터

를 다수의 안테나로 나 어 송을 함으로써 빠른 송

속도를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부호화 비트들이 각 송·

수신 안테나의 채 에서 선형 으로 결합되어 수신되

기 때문에 수신단에서는 수신된 값을 분리하여 각 수신

된 정보의 LLR 값을 추정하여 복호기에 입력해야 하는

데, 송 안테나의 수만큼 비트를 분리하여야 하기 때문

에 많은 계산량이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LDPC를 MIMO 시스템과 결합한 시공

간 부호화 방식에서의 성능을 분석하고, 수신단에서의 

비트를 분리를 해 필요한 계산량을 이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Ⅱ. LDPC 부호

 

본 논문에서 용되는 LDPC 부호는 IEEE 802.11n에 

용되는 표 화된 LDPC 부호를 용하 다. 본 논문

에서 사용되어지는 H 행렬은 작은 규격의 베이스 행렬

을 이용하며 이 행렬 속에는 아이덴티티 행렬과 서큘러 

쉬 티드 아이덴티티 행렬에 한 인덱스가 담겨지게 

된다. 간단한 를 든다면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인덱

스가 간단하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3]

그림 1. 소정방 행렬과 인덱스
Fig. 1 The small square matrix and index.

그림 1에서는 소 정방 행렬의 크기가 4×4 인 를 들

었지만 소 정방 행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 

약의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 베이스 행렬에서 H 행렬을 

얻어내는 과정은 베이스 행렬에 있는 각각의 인덱스를 

주어진 크기의 소 정방행렬로 바꾸어 넣음을 통해서 이

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익스팬션(expansion)이라 부

른다.[4]

그림 2. 소정방 행렬로 이루어진 H matrix 
permutation

Fig. 2 The H matrix permutation with small square 
matrixes.

LDPC 복호기의 입력값은 수신된 신호  를 STC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거쳐 N개(송신안테나의 

수)의 비트로 분리된 soft decision 값을 필요로 한다. N개

로 분리된 데이터는 채  추정 값을  구하는 기화 과

정, Check node 확률을 구하는 CNU(check Node Update), 

비트 확률을 구하는 BNU(Bit Node Update) 과정을 거쳐 

복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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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LDPC와 결합된 MIMO 모델

MIMO 시스템에서는 N개의 송신 안테나와 M개의 수

신안테나를 이용하여 통신을 한다. 그림 3은 LDPC와 결

합된 MIMO 시스템의 채  블록도를 나타낸다.

그림 3. MIMO 시스템에서의 채  블록도
Fig. 3 MIMO system block diagram.

채  환경은 심볼 주기 T 동안 서로 독립 인 분포를 

가지는 일 이 페이딩 채 로써 주기 T동안 채 의 

변화가 없고, 수신단에서는 채  추정을 정확히 알고 있

다고 가정하 다. 이때의 수신 신호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송신신호에 한 시간이

며, 는 시간 에서   ⋯번째 송신안테나

에서의 송 심볼이다. 그리고 는 번째 송신안테나

와 번째 수신 안테나에서의 페이딩 진폭을 나타내며, 

는 가우시안 잡음을 나타낸다.[5]

Ⅳ. MIMO 에서의 Log-Likelihood 

Computation

MIMO 시스템에서의 수신 신호  는 송신 안테나의 

수 N 만큼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수신된 신호이다. 그러

므로 수신단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N개의 비트로 분리하

는 방법에 있어서 큰 성능 차이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장에서는 기존의 log-likelihood computation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후보 벡터를 이용하여 

log-likelihood computation에 필요한 계산량을 이는 방

법을 나타낸다.

4.1 기존의 Log-Likelihood Computation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 

 를 N개의 비트로 분리하는 방법은 다음식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수신된 신호  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6]

 
  





⋯

 (2)

같은 시간 에서 t를 없애면 수신된 신호 는

 ⋯    (3)

로 나타낼 수 있다. 수신된 신호의 개수가 m이면 n×m개

의 부호화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N개의 송

신안테나에서 송신되어지는 신호 ⋯와 m개

의 수신된 신호를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

번째의 데이터를 분리하기 한 log-likelihood 

computation은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Pr │⋯

Pr │⋯

     log
Pr ⋯

Pr ⋯
          (5)

식(5)는 다시 식(6)으로 나타낼 수 있고

 log
∑     Pr⋯│

∑     Pr⋯│
     (6)

  ⋯로부터 독립 으로 주어진 수신 신

호 로부터 Pr⋯│
 



Pr│ 이므로 식

(6)은 다시 식(7)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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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7)과 같이 기존의 log-likelihood computation 방식은 

BPSK일 경우 송신 안테나의 수가 N개일 경우 2N개의 맵

핑 들과 수신신호와의 distance 계산이 필요하고 QPSK

에서는 4N개, M-PSK에서는 MN개의 distance 계산이 필

요함으로 수신단에서의 계산이 복잡하게 된다.[5]

4.2 제안한  계산량 알고리즘

기존의 LLR 방법에서는 MN개의 distance 계산이 필

요하여 수신단에서의 계산량이 커지므로 계산량을 

이기 하여 수신된 신호와 근 한 맵핑 인 후보벡터

를 이용한다. 그림 4는 2개의 송신 안테나와 QPSK 

modulation을 하 을때의 채  추정되어진 이 페이딩

으로 인하여 변화된 맵핑 들과 수신된 신호  의 

를 나타낸다.

그림 4. 2개의 송신안테나와 QPSK Modulation 환경에서 
수신단에서의 추정된 맵핑 과 수신신호 의 

Fig. 4 Received signal   and changed mapping points.

후보 벡터를 이용하여 log-likelihood computation를 하

는 방법은 BER 성능에 향을 가장 게 향을 미치는 

조건을 가지고 그림 3에서 수신된 신호의 I-ch, Q-ch 값의 

부호와 수신단에서의 추정된 맵핑 들이 같은 부호를 

가지는 경우에서 후보 벡터로 선택하는 방법과 수신 신

호  에 한 범 안에 들어오는 벡터들을 후보 벡

터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인 같은 부호를 후보 벡터로 선택하는 방

법에는 그림 5에서 0010, 0101, 0011, 0001이 후보 벡터로 

선택되는데, log-likelihood computation에서 c1의 binary 1

에 해당되는 비트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BER 성능

이 떨어지는 문제 이 발생한다. 

그림 5. 같은 부호를 가지는 후보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
Fig. 5 Selecting candidate vectors using same sign.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림 6에서 -1.3< <1.3와 같이 

한 범 를 정하여 범  안에 들어오는 벡터들을 후보 

벡터로 선택하 을 경우에는 0101, 0000, 1011이 후보 벡

터로 선택되고 첫 번째 방법에서의 비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 6. 한 범 의 후보 벡터를 선택하는 방법
Fig. 6 Selecting candidate using appropriab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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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험결과  분석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LDPC는 802.16n에서 표 으

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부호화율 R=1/2, N 

size=2304를 사용하 다. LDPC와 STC를 결합하여 기존

의 log-likelihood computation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후

보 벡터를 이용한 log-likelihood computation의 BER 성능

과 계산량 감소에 하여 시뮬 이션  분석하 다. 채

 환경은 이 페이딩 채 과 AWGN 채 을 통과하고 

수신단에서는 채  추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안테나의 수는 송안테나를 2개로 고정하고 수신안

테나를 1, 2개로 변화시키며, modulation은 BPSK, QPSK

로 변화시키며 시뮬 이션 하 다.

그림 7은 기존의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사용하

을때의 BER 성능이다. BPSK에서 수신 안테나가 2개

일때의 성능이 1개일 때보다 다이버시티 이득으로 인하

여 BER 10-4을 기 으로 3.6dB 정도의 개선이 있고, 

QPSK일 때에는 4.8dB 정도의 성능차를 보여 다. 표 1

은 각각의 상황에서의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할 때

의 계산량을 보여주고 있다. 수신 신호를 송신 안테나의 

수와 동일한 수의 데이터로 분리하기 하여 뺄셈과 제

곱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기 하여 최소값을 

선택하여야하는 계산이 필요로하게 된다. modulation 방

식(BPSK, QPSK, M-PSK)과 송·수신 안테나의 수가 늘어

남에 따라 계산량이 크게 늘어남을 알수가 있다.

그림 7. 기존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한 
BER 성능

Fig. 7. BER performance using conventional LLR.

표 1. 기존의 Log-Likelihood Computation시의 계산량
Table 1. Amount of calculation using conventional LLR

transmit 
/receive 
antenna

뺄셈 제곱 최소값

BPSK
2/1 4 4 4

2/2 8 8 8

QPSK
2/1 16 16 56

2/2 32 32 112

뺄셈 
 ×

제곱 
 ×

최소값 




××

×

그림 8과 표 2는 4.2장에서 제안하는 두 번째 방법으

로 후보 벡터를 선택하여,  계산량 알고리즘을 통하여 

LLR을 구하 을때의 BER 성능과 계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 벡터를 선택하는 범 는 최 한 기존의 LLR 

방식을 이용하 을 때의 BER 성능과 같고, 계산량은 최

한 일수 있게 범 를 조 하여 선택하 다. 계산량

을 구하는 방법은 오류가 없을때의 Es/No를 기 으로 

1152000개의 데이터를 송하기 해 LDPC 부보화 사

이즈 크기만큼의 루 를 돌렸을 때 평균 으로 선택되

는 후보 벡터의 수를 계산 하 다.

그림 8. 후보 벡터를 이용하여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한 BER 성능

Fig. 8. BER performance using candidate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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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보 벡터를 이용하여 Log-Likelihood 
Computation시의 계산량

Table 2. Amount of calculation using candidate vector

transmit 
/receive 
antenna

뺄셈 제곱 최소값

BPSK
2/1 3 3 2

2/2 7 7 6

QPSK
2/1 7 7 20

2/2 22 22 72

뺄셈 각각의 수신안테나에서 선택된 후보 벡터 수

제곱 각각의 수신안테나에서 선택된 후보 벡터 수

최소값
(각각의 수신안테나에서 선택된 후보 벡터 

수-2)×MM-PSK

BER 성능은 그림 7과 비교하 을 때 오류가 없을 때

를 기 으로 약 0.2dB의 성능 열화를 가져왔지만 표 2에

서 보여지는 계산량의 감소면에서는 표 1과 비교하 때 

modulation 방식과 송·수신 안테나의 수가 늘어남에 따

라 계산량이 격히 감소되는 것을 알수가 있어, 약 

0.2dB의 성능 열화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계산량 알고

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BER 성능과 계산량의 계에서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용량, 고속 데이터 통신을 하여 

LDPC 부호화 방식과 MIMO 채 을 결합하 다. LDPC 

복호를 하여 송신 안테나의 수만큼 결합되어 수신된 

신호를 soft 값으로 분리하기 해서는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LLR 방식을 이용하

여 신호를 분리하기 해서는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지

만, 후보 벡터를 이용하는 제안된  계산량 알고리즘을 

통하여 Log-Likelihood Computation을 하면 시뮬 이션 

결과 16∼61%의 계산량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시뮬 이션 결과 BER 성능면에서는 0.2dB의 손실이 

있지만 계산량이 크게 어들기 때문에 trade-off 에

서 보면 제안한  계산량 알고리즘이 MIMO 채 에서 

수신 신호를 분리하기 해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더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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