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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EE 802.11n 표 에 제시된 3가지 블록길이(648, 1296, 1944)와 4가지 부호율(1/2, 2/3, 3/4, 5/6)을 지원하는 다

모드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복호기의 최  설계조건을 분석하 다. 최소합 알고리듬과 layered 복호방식이 

용된 LDPC 복호기의 고정소수 (fixed-point) 시뮬 이션 모델을 Matlab으로 개발하 다. 고정소수  시뮬 이

션을 통해 복호기 내부 비트 폭,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비트 폭에 따른 복호 수렴속도를 분석하여 다 모드 

LDPC 복호기의 하드웨어 구 을 한 최 의 설계조건을 탐색하 으며, 블록길이와 부호율에 따른 복호성능을 분

석하 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analysis of optimal design conditions of multi-mode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decoder which supports three 

block lengths (648, 1296, 1944) and four code rates (1/2, 2/3, 3/4, 5/6) for IEEE 802.11n WLAN system. A fixed-point model of LDPC 

decoder, which adopts min-sum algorithm and layered decoding scheme, is implemented using Matlab. From fixed-point simulation results for 

various bit-width parameters such as internal bit-width, integer/fractional part bit-widths, optimal design conditions and decoding performance 

of LDPC decoder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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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속 이동통신  멀티미디어 응용분야가 속히 

확 됨에 따라 고속 데이터 송에서 높은 송품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한 오류정정 부호 기술의 요성

이  커지고 있다. 차세  오류정정 부호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방식이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이

며, 차세  무선랜(WLAN) 표 (IEEE 802.11n)[1], 

역 무선통신(WiMAX) 표 (IEEE 802.16e)[2], 유럽 디지

털 성방송(DVB-S2) 규격[3] 등에서 오류정정 부호로 

채택되고 있다.

LDPC 부호는 1962년 R. Gallager에 의해 제안된 오

류정정 부호의 한 형태이며,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0’

이 아닌 원소의 수가 부호 길이에 비해 히 게 존

재하는 부호로 정의된다[4]. LDPC 부호는 Shannon의 

한계치에 가장 근 하는 오류정정 부호로 평가되고 

있으며[5], 오류마루(error floor) 상이 나타나지 않고, 

완  병렬처리가 가능하여 고속 복호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장 을 가져 LDPC 부호의 생성방법, 복호 

알고리듬, 복호기 구조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LDPC 부호의 복호는 반복복호를 기반으로 수행되

며, 복호 알고리듬, 복호기 구조, 내부 고정소수  비트 

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호기의 성능과 하드웨어 복잡

도에 향을 미친다. LDPC 부호는 블록길이가 큰 경우

에, 연산 복잡도와 회로 복잡도가 커서 상당히 큰 하드웨

어와 력소모를 필요로 한다. 한, 복호성능과 하드웨

어 복잡도 사이에 trade-off 계가 존재하며, 블록길이와 

부호율, 검사노드와 변수노드의 연산 복잡도, 반복복호 

횟수 등의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LDPC 

복호기의 효율 인 하드웨어 구 을 해서는 복호 알

고리듬, 고정소수  비트 수 등이 복호성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최  설계조건의 도출이 필

요하다. 

논문에서는 IEEE 802.11n 무선 랜 표 을 지원하는 

layered LDPC 복호기의 고정소수  모델링과 시뮬 이

션을 통해 고정소수  비트 폭에 따른 BER(bit error rate) 

성능과 복호 수렴속도를 분석하 다.

Ⅱ. LDPC 부호  복호

2.1 IEEE 802.11n의 LDPC 부호

LDPC 부호는 원소의 부분이 ‘0’으로 구성되는 

패리티 검사 행렬(parity check matrix; PCM)에 의해 정

의되는 선형 블록부호의 일종이다. 은 수의 패리티 

검사 방정식들을 사용하여 계산량을 이고 확률 인 

반복복호 방법에 의해 오류정정 성능을 향상시킨다. 

LDPC 부호는 PCM의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구조화된 부호의 일종인 quasi-cyclic LDPC 

부호의 PCM은  열과  ⋅ 행의 

부행렬로 구성되며, 각 부행렬은 ×의 크기를 갖

는다.

2008년 에 공개된 차세  무선 랜 표  IEEE 

802.11n Draft 3.0[1]에는 표 1과 같은 LDPC 라미터들

이 정의되어 있으며, 3가지 블록길이(648, 1296, 1944)와 

각 블록길이에 해 4가지의 부호율(1/2, 2/3, 3/4, 5/6)을 

규정하여 총 12가지의 동작모드를 갖는다.

IEEE 802.11n 표 의 블록길이  , 부호율 

인 PCM은 그림 1과 같으며, 각 블록은 × 

크기의 부행렬을 나타낸다. 회색블록은 단 행렬

(unity-matrix)을 주어진 값만큼 오른쪽으로 순환 시 트

시킨 행렬을 나타내며, 흰색블록은 (zero) 행렬을 나타

낸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행렬을 이용한 LDPC 부호는 

규칙 인 확장을 통해 블록길이와 부호율에 따른 행렬

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블록길이와 부호율을 

지원하는 LDPC 복호기의 효율 인 하드웨어 구 이 가

능하다는 장 을 갖는다.

표 1. IEEE 802.11n의 LDPC 부호 라미터
Table. 1 LDPC code parameters of IEEE 802.11n

라미터 사 양

 블록길이 (N)  648, 1296, 1944

 부행렬 크기 (Z)  27, 54, 81

 부호율 (R)  1/2, 2/3, 3/4, 5/6

 서 블록 수 ()  24

 이어 수 ()
R=1/2 2/3 3/4 5/6

 12  8  6  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434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0 5 7 50 11 50 79 1 0

1 3 28 0 55 7 0 0

2 30 24 37 56 14 0 0

3 62 53 53 3 35 0 0

4 40 20 66 22 28 0 0

5 0 8 42 50 8 0 0

6 69 79 79 56 52 0 0 0

7 65 38 57 72 27 0 0

8 64 14 52 30 32 0 0

9 45 70 0 77 9 0 0

10 2 56 57 35 12 0 0

11 24 61 60 27 51 16 1 0

그림 1. IEEE 802.11n WLAN 표 의 LDPC PCM (블록길이 1944비트, 부호율 1/2의 경우)
Fig. 1. LDPC PCM of IEEE 802.11n WLAN standard (for block size 1944-bit and code rate 1/2)

2.2 LDPC 복호 알고리듬

LDPC 부호의 복호는 그림 2와 같은 패리티 검사 행렬

에 의해 구성되는 태  그래 (Tanner graph) 상의 변수

노드(variable node; VN)와 검사노드(check node; CN) 사

이에서 반복 인 정보 달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태

 그래 는 PCM의 행과 열을 태  그래 의 VN와 CN

로 매핑시킨 이분 그래 (bipartite graph)이며, VN와 CN 

사이의 연결은 PCM에서 1의 치에 의해 결정된다.

 











         
         
         
         
         

(a)

v9v8v7v6v5v4v3v2v1v0

c4c3c2c1c0

v9v8v7v6v5v4v3v2v1v0

c4c3c2c1c0

(b)

그림 2. PCM과 태노 그래 의 매핑 계
(a) 패리티 검사 행렬 (b) 태  그래

Fig. 2 Mapping between PCM and Tanner graph
(a) parity check matrix (b) Tanner graph

LDPC 복호 알고리듬으로 합곱 알고리듬(sum- 

product algorithm; SPA), SPA의 연산 복잡도를 감소시킨 

LLR(log-likelihood ratio) SPA, LLR- SPA을 근사화하여 

연산 복잡도를 더욱 감소시킨 최소합 알고리듬(min-sum 

algorithm; MSA)[6]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LDPC 부호의 복호는 VN 연산과 CN 연산으로 구성되

며, q-번째 반복복호 과정에서 CN 연산과 VN 연산은 각

각 식(1)과 식(2)로 표 된다. 식(1)에서의 함수 는 

식(5)와 같이 주어지며, 가 작을 때 매우 큰 값을 가지

며 가 커지면 거의 0에 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함수 의 특성에 의해 의 합은 가 가장 

작을 때 가장 큰 향을 미치므로, ≈min

로 근사화할 수 있다. 한 는   일 때 역함수와 

본 함수의 값이 같으므로 min min가 

된다. 따라서 식(1)에서 함수 는 식(6)과 같이 

근사화될 수 있으며, 식(6)을 이용하여 식(1)을 식(7)로 

근사화시키는 방법이 최소합 알고리듬이다.

(i) CN 연산

→
   

′∈\

′
∙ 

′∈\

′
    (1)

(ii) VN 연산

→
  

  
′∈\

′→
                    (2)

여기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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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logtanh
  log 

         (5)

 
′∈\

 ′
≈ min

′∈\ i  ′



min

′∈\ i  ′


  (6)

→
 ≈  

′∈\

′


∙  min
′∈\i′

      (7)

Ⅲ. LDPC 복호기의 고정소수  

시뮬 이션

LDPC 복호기의 복호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채 을 통

해 수신된 코드워드의 확률값은 이분 그래  상에서 VN 

연산과 CN 연산을 통해 반복 으로 교환되어 복호가 이

루어진다. 이와 같이 VN 연산과 CN 연산의 2단계 연산

과정에 의한 복호를 two-phase 복호라고하며, 가장 기본

인 LDPC 복호방법이다. 매 반복복호 과정마다 복호

된 코드워드에 한 신드롬(syndrome) 검사를 수행하여 

복호종료 조건이 만족되면 복호를 종료한다. 신드롬 검

사를 만족하지 않으면 최  반복복호 횟수까지 복호과

정이 계속된다. 

그림 3. LDPC 부호의 반복복호 과정
Fig. 3 Iterative decoding process of LDPC code

빠른 복호 수렴속도와 최소화된 하드웨어 복잡도를 

갖는 LDPC 복호기의 설계 최 화 조건을 탐색하기 

해 최소합 알고리듬과 layered 복호방식을 용한 LDPC 

복호기의 고정소수 (fixed- point) Matlab 모델을 개발하

고 시뮬 이션을 하 다. LDPC 복호기의 Matlab 시뮬

이션 모델은 그림 4와 같다.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여 

LDPC 부호화한 후, QPSK 변조와 AWGN 채 잡음을 삽

입하고, QPSK 복조를 통해 LDPC 복호기의 입력 데이터

를 생성한다. 

채 잡음에 의해 1.5～3.0 dB 범 에서 0.3 dB 단

로 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복호기의 

고정소수  비트 폭, 정수부  소수부의 비트 폭, 최  

반복복호 횟수 등을 가변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매 반복복호 과정의 각 이어별로 복호되지 않

은 에러 수를 측하여 복호 수렴속도를 측정할 수 있

도록 하 다.

Random Data LDPC Encoder
QPSK

Modulation

AWGN
Channel

QPSK
Demodulation

LDPC Decoder
(Fixed-point)

1111000111000110  …

Simulation vector

11.01101  11.10101  10.01 …

BER Simulation

그림 4. LDPC 복호기의 Matlab 시뮬 이션 모델
Fig. 4 Matlab simulation model of LDPC decoder

Matlab 모델에 용된 시뮬 이션 라미터들은 표 2

와 같다. IEEE 802.11n 표 의 3가지 블록길이와 4가지 

부호율을 지원하는 총 12가지 PCM을 사용하 으며, 

LLR 근사값의 비트 폭은 에서 까지의 12가

지 경우에 해 시뮬 이션 하 다. 여기서 의 표

에서 은 정수부분의 비트 수를 나타내며, 은 소수

부분의 비트 수를 나타낸다. 최  반복복호 회수를 8로 

설정하 으며, 매 반복복호 마다 신드롬 검사를 통해 복

호종료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 다. 보다 신뢰성 있는 복

호성능 평가를 해 100 임의 데이터를 시뮬 이션

에 사용하여 평균 BER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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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뮬 이션 조건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라미터 사 양

채 특성
AWGN

= 1.5～3 dB

변조방식 QPSK

블록크기 648, 1296, 1944

부호율 1/2, 2/3, 3/4, 5/6

최  반복복호 횟수 8회

임 수 100 frames

LLR 비트 수 
  : 정수부의 비트 수

 : 소수부의 비트 수

(4.4), (4.5), (4.6)
(5.0), (5.1), (5.2),
(5.3), (5.4), (5.5),
(6.2), (6.3), (6.4)

Integer part: 4 bits [(4.4),(4.5),(4.6)]

Integer part: 5 bits [(5.3),(5.4),(5.5)]

(a)

Integer part: 4 bits [(4.4),(4.5),(4.6)]

Integer part: 5 bits [(5.3),(5.4),(5.5)]

(b)

그림 5. 고정소수  비트 폭에 따른 BER 성능 
(부호율 1/2) (a) 블록길이 1944비트 

(b) 블록길이 648 비트
Fig. 5 BER performance for fixed-point 

bit-widths(code rate 1/2) (a) block size 1944-bit 
(b) block size 648-bit

그림 5는 부호율이 1/2이고, 블록길이가 1944 비트, 

648 비트인 LDPC 부호의 고정소수  비트 폭에 따른 

BER 성능 시뮬 이션 결과이다. 8～10 비트의 3가지 고

정소수  비트 폭에 해 정수부분이 5 비트인 (5.3), 

(5.4), (5.5)의 경우가 정수부분이 4 비트인 (4.4), (4.5), 

(4.6)의 경우 보다 비트오율 성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확

인할 수 있다. 나머지 블록길이와 부호율에 해서도 유

사한 결과가 얻어졌으며, 따라서 LDPC 복호기의 하드

웨어 설계를 해서는 복호기 내부 데이터의 정수부가 5 

비트 이상 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반복복

호가 진행됨에 따라 복호되지 않은 오류의 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복호 수렴속도를 나타낸다. 

(a)

(b)

그림 6. 정수부분 비트 폭에 따른 복호 수렴속도 
(블록길이 1944비트, 부호율 1/2) (a) (4.4)인 경우 

(b) (5.3)인 경우
 Fig. 6 Decoding convergence speed for integer bit- 

widths (block size 1944-bit, code rate 1/2) 
(a) for (4.4) (b) for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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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부분이 5 비트인 경우가 4 비트인 경우보다 복호 

수렴속도가 빨랐으며, 연산시간 비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소수 으로 변환된 LLR 값의 정수

부분의 비트 수는 LLR 값의 크기 범 를 결정하고, 소수

부분의 비트 수는 소수  이하 값의 정 도를 결정한다. 

정수부분이 4 비트인 경우의 그림 6-(a)에서 반복복호 5

회 이상에서 오류가 증가하는 것은 복호연산과정에서 

오버 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a)

(b)

그림 7. 소수부분 비트 폭에 따른 BER 성능
(a) 블록길이 1944비트 (b) 블록길이 648 비트
Fig. 7 BER performance for fractional bit-widths 
(a) block size 1944-bit, (b) block size 648-bit

그림 7은 LLR 값의 정수부분을 5 비트로 결정한 상태

에서 소수부분의 비트 수를 0～5 비트 범 에서 변화시

키며 BER 성능을 시뮬 이션한 결과이다. 소수부분의 

비트 수가 0 이면 BER 성능이 히 떨어져 복호가 이

루어지지 않으며, 소수부분이 2 비트 이상인 경우에는 

복호성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드웨어 설계 

시에 소수부분을 2～3 비트로 결정하는 것이 복호성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8은 고정소수  비트 폭 (5.3)의 경우에 해 부

호율과 블록길이에 따른 BER 성능 분석결과이다. 블록

길이 1944, 부호율 1/2의 LDPC 부호의 BER 성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a)

(b)

그림 8. 블록길이와 부호율에 따른 BER 성능 
(a) 부호율 1/2 (b) 부호율 2/3

Fig. 8 BER performance for block sizes and code 
rates (a) code rate 1/2 (b) code rate 2/3

Ⅳ. 결  론

IEEE 802.11n WLAN 표 을 지원하는 LDPC 복호기

의 최  하드웨어 설계조건을 탐색하기 해 최소합 알

고리듬과 layered 복호방식을 용하여 다  모드 L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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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기의 고정소수  Matlab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

이션을 통해 BER 성능  수렴속도를 분석하 다. 고정

소수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수부분 5 비

트 이상 그리고 소수부분 2 비트 이상인 경우가 면  

비 복호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 다. 개발된 고정

소수  모델은 LDPC 복호기의 성능 측과 설계된 하드

웨어의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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