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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다양한 디지털 회로들로 이루

어져 있다[1, 2]. 송신기와 수신기는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다. 그런데 통신 채널에 존재하는 잡음이

디지털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되며[3], 이 잡음으로 인

하여 수신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 오류를 검출하거

나, 정정하기 위하여 수신기는 오류 정정 부호를 사용

해서 오류를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통신 시

스템의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채

널 부호의 연판정 복호 방식을 제안한다.

오류 정정 부호의 연판정 복호법[4]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연판정 복호법은 채널

측정 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복호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채널 측정 정보는 통신 채널을 거쳐서 수신된

신호의측정값으로부터얻어지며, 수신된신호의신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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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채널 부호의 연판정 복호 방식을 제안하였

다. 선형 블록 부호의 선형적이고 산술적인 구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복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으로 복호 오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복호의 복잡도 역시 함께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최적의 복호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보 부호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된 복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복호를 수행하면서도 블록 오류 확률을 낮출 수 있었다.

주요어 : 채널 복호, 오류 정정, 디지털 통신 시스템

Abstract A soft-decision decoding scheme of a channel code for correcting an error occurring in a receiver of a 
digital communication systems is proposed. A method for efficiently decoding by use of the linear and 
arithmetic structure of linear block codes is presented. In this way, the probability of decoding errors has been 
reduced.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complexity of decoding as well. Sufficient conditions for 
achieving optimal decoding has been derived. As a result, the sufficient conditions enable efficient search for 
candidate codewords. With the proposed decoding scheme, we can effectively perform the decoding while 
lowering the block error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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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나타낸다[5].

경판정 복호법은 단순히 0 또는 1의 디지털 데이터

만을 이용하여 복호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연판정 복호

법은 디지털 데이터와 채널 측정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정밀하게 복호하는 방법이다. 연판정 복호법을 사용하

면 복호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오류 정정 부호 중에서 선형 블록 부호는 선형적이

고 산술적인 구조[6]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부호

와 복호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복호 과정에서 선형

블록 부호의 산술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호법이 발견되면, 복호의 복잡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판정 복호 과정에서 블록 부호의 산술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호법의 연구가 널

리 진행되고 있다.

연판정 복호법을 크게 분류하면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블록 오류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된 시퀀스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부호어를 선택

[5-7]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심볼 오류 확률을 최소

화하기 위해 부호어의 각 심볼을 복호[8]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볼 오류 확률을 최소화하는 복호법을 사용하

다 보면, 복호 결과 시퀀스가 부호어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자의

방법은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전자의 방법인, 수신된 시퀀스와의 거리를 최소화하

여 블록 오류 확률을 최소화하는 복호법을 연구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복호법들은 블록 오류 확률 또는

복호 복잡도 중 한 가지에 장점이 있다. Zang 등[9]은

저밀도 패리티 검사 부호를 결합하여 피드백 방법을 사

용한 전신 채널 구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Babalola 등

[6]이 제안한 순환 부호 알고리즘은 확장된 패리티 검

사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수신 벡터에서 얻은 연

판정 신뢰도 정보 행렬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패리티

검사 행렬을 변환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Wijekoon 등

[10]은 Reed-Solomon 부호의 연판정 복호를 위한 반복

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복호법에는 대체 패리티 검

사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심볼 단계에서 신뢰성 전파 개

념을 적용되어 있다. Choi 등[11]은 순서화된 통계 기반

복호법을 제안하였다. Lin 등[4]은 소수 길이의 순회 부

호를 반복적으로 연판정 복호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Babalola 등은 이진 순환 코드에 대한 일반화 된 패리

티 검사 변환 알고리즘[12]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되어 있는 기존의 복호법들은

블록 오류 확률은 개선하면 복호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복호의 복잡도를 낮추면 블록 오류 확률이 증가하는 문

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 딜레마를 해결

하는 것이다. 블록 부호의 산술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류 확률과 복호의 복잡도를 모두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 부호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최적의 복호를 달성하기 위한 충

분조건을 도출한다. 이 충분조건을 바탕으로 효과적으

로 복호를 수행하면서도 블록 오류 확률을 낮출 수 있

는 복호법을 제안한다. 최초의 경판정 복호에 의한 오

류 패턴의 위치와 신뢰도가 낮은 비트의 위치를 주의

깊게 비교하여 후보 부호어들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올바른 부호어를 찾아낼 수 있는 복호법을 연구한다.

제안된 복호법은 효과적으로 복호를 수행하기 위하

여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 번째 목표는 탐색이

이루어지는 후보 부호어 집합에 전송된 부호어가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후보 부호어 수를

줄여서 복호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

면 경판정 복호 과정의 횟수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면

서 블록 오류 확률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다.

Ⅱ. 디지털 통신 시스템 모델링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 채널 부호화된 부

호어를 ⋯ 으로 표시한다. 채널 부호의

부호 길이가 이고, 한 블록 내에서 정보 비트 수는 
이다. 채널 부호는 오류 정정을 위하여 선형 블록 부호

를 사용한다. 이 선형 블록 부호의 부호율은  이
다. 이 부호의 최소 해밍 거리를 로 표시한다.
송신기는 이 부호 를 PSK 변조하여 2진 반극성

신호  ⋯ 를 전송한다. 전송 신호의 에너지
를 로 표시하면,    가 된다. 이 때, 정
부 비트당 에너지  이다.
수신기는 전송 신호에 채널 잡음이 부가된 수신 신

호를 받는다. 채널 잡음은   ⋯ 이며, 여기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확률 변수이다. 는
잡음전력밀도이다. 수신 벡터는  ⋯ 로 표

시되며, 여기서    이다. 이 논문에서 덧셈 연산
자 +는 피연산자들의 속성에 따라 2진 덧셈 또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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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을 표시한다.

복조기는수신벡터 에서두개의벡터 와 을출력한
다.  ⋯ 은경판정벡터이고,  ⋯ 
은연판정벡터이다. 이경판정기준치보다크면  
으로 판정하고, 경판정 기준치보다 작으면   로 판
정한다. 연판정 벡터 성분 는 수신 신호 성분 의 절
댓값이다. 그림 1에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

타내었다.

그림 1.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Figure 1. Block diagram of a digital communication
system

Ⅲ. 채널 복호 방식

1. 후보 부호어 설정

채널 복호기는 경판정 벡터 와 연판정 벡터 을
이용하여 부호어 를 찾는다. 부호어를 추정하기 위하
여 후보 부호어들의 집합을 설정하고, 이 후보 부호어

들 중에서 최적의 부호어를 선정한다. 후보 부호어에는

연판정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 연판정 가중치가 최소

인 후보 부호어를 최종 복호 결과로 출력한다.

경판정 벡터 와 부호어 의 차이인 오류 패턴 =
⋯ 는 경판정 벡터와 부호어의 2진 덧셈으로
계산된다. 오류 패턴 의 연판정 가중치 =    
가최소인후보부호어를찾으면최적의복호가달성된다.

경판정 벡터 의 비트들 중 연판정 신뢰도가 낮은
위치들을 반전시키는 조합으로 수정 벡터 집합 를 구
성한다. 집합 에 소속된 수정 벡터들을 경판정 복호하
여 후보 부호어들의 집합 를 얻는다.
집합 에 소속된 후보 부호어에 대응하는 오류 패턴

의 연판정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적의 후보 부호어를 선

정한다.

2. 오류 패턴에 기반한 탐색 벡터

오류 패턴과 가장 유사한 부호어를 찾아내어 이 부

호어를 수정의 기준으로 삼아 복호를 수행한다. 물론,

오류 패턴과 일치하는 부호어가 있다면, 이 부호어를

수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 연판정 가중치를 최소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이 아닌 부호어의 해밍 가중치는 최

소 해밍 거리보다 크고, 오류 패턴이 1인 위치의 수는

최소 해밍 거리의 절반 이하이다. 그러므로 오류 패턴

과 일치하는 부호어를 항상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부

호어를 찾기에 앞서서 탐색 벡터  =(⋯ )
을 구성한다. 벡터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오류 패턴이 1인 위치의 수를 로 표시하자. 오류

패턴이 1인 위치에서는 의 원소를 1로 한다. 오류

패턴이 0인 위치에서는 연판정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개의 위치의  원소를 1로 한다. 나머지 
의 원소들은 모두 0으로 한다.

연판정 벡터  ⋯ 의 원소 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

 = {∣=1 이고  =1} = {∣=0 이고  =1} = {∣=0 이고  =0}
탐색 벡터 은 오류 패턴이 0인 위치에서 연판정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개의 위치에 1을 갖기 때
문에 의 모든 원소는 의 모든 원소보다 클 수 없
다.

연판정 가중치 
는 보다 작

거나 같다. 의 해밍 무게를 라 하자. 은 부호어

이므로 ≧ 이다. 
와의 원소가 공통으로 1이

되는 곳은 =1인 개의 위치와 =0이면서

신뢰도가 가장 작은 []개의 위치이다. 

은이외에도 =0 이면서신뢰도가다음으로작은 ()

개의위치에1을갖는다. 따라서
-

는 ()개의 신뢰도 값들의 합이 되며, 이것은 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다.

탐색 벡터 을 경판정 복호하여 얻어진 부호어를이라 하자. 부호어 의 해밍 무게는 최소 해밍 거
리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 + )의 연판정 가중치는
( + )의 연판정 가중치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오
류 패턴 의 연판정 가중치가 ( + )의 연판정 가중
치보다 작거나 같으면 에 대응하는 후보 부호어는 최
적 복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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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 복호 달성 판정

복호의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의

충분조건 중 하나가 만족되면 복호를 종료한다. 충분

조건의 만족으로 최적 복호가 달성된 것이 판정되었으

므로 더 이상의 후보 부호어 탐색을 중단하고 복호를

종료한다.

1) 충분조건 1

오류 패턴 가 영벡터이면, 연판정 가중치가 최소이
다. 따라서 이 오류 패턴에 해당하는 후보 부호어가 최

적 복호 결과이다.

2) 충분조건 2

오류 패턴 의 연판정 가중치가 (+ )의 연판정
가중치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연판정 가중치가 최소이

다. 따라서 이 오류 패턴에 해당하는 후보 부호어가 최

적 복호 결과이다.

4. 복호 알고리즘

1) 의 경판정 복호를 수행한다. 경판정 복호 결과
인 후보 부호어 과 오류 패턴 이 출력된다.
2) 후보 부호어 과 오류 패턴 이 [충분조건 1]

또는 [충분조건 2]을 만족하면 을 최종 복호 결과로
결정하고 복호를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3)단계로 간

다.

3) 탐색 범위의 모든 인덱스 변수 에 대하여 i)단
계부터 iv)단계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i) 탐색 벡터 을 구성한다.
ii) 의 경판정 복호를 수행한다. 경판정 복호 결과
인 부호어 이 출력된다.

iii) 후보 부호어  =  과 오류 패턴  = 을 계산한다.
iv) 후보 부호어 과 오류 패턴 이 [충분조건
1] 또는 [충분조건 2]을 만족하면 을 최종 복
호 결과로 결정하고 복호를 종료한다. 그렇지 않

으면 인덱스 변수 을 다음 값으로 세팅하고 I)
단계로 간다.

4) 탐색된 후보 부호어들 중에서 연판정 가중치가

가장 작은 것을 최종 복호 결과로 결정하고 복호를 종

료한다.

Ⅳ. 성능 평가 및 검토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Ⅱ장

에서 모델링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컴퓨터 시뮬레이

션으로 구현하였다. 이 모델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오류 확률과 복호의 복잡도를 평가했다. 제안 알고

리즘의 비교 대상으로 최근에 발표된 Babalola 등[12]의

일반화된 패리티 검사 변환(Generalized Parity Check

Transformation, GPCT) 알고리즘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림 2. 복호 오류 확률
Figure 2. Decoding error probability.

채널 부호는 부호 길이가 23이고 정보 길이가 12인

골레이(Golay) 부호를 선정하였다. 골레이 부호는 완전

부호이면서 선형성과 순회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선형성과 순회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부호화와 복

호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완전 부호의 특징인 높은

오류 제어 능력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골레이

부호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림 2는 여러 가지 신호대 잡음비에 대한 복호 오

류 확률이다. 신호 대 잡음비는 의 형식으로 표시
하였다. 는 정보 비트당 에너지이고, 는 잡음전력
밀도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GPCT 알고리즘에 비하

여 낮은 복호 오류 확률을 달성하는 우수함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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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알고리즘의 과정 중에는 연판정 정보의 적응

적 순열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후보 부

호어들의 집합에 올바른 부호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것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여러 가지 신호대 잡음비에 대한 복호 복

잡도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GPCT 알고리즘에 비하

여 낮은 복호 복잡도로 구현되는 우수함을 보여준다.

복호 복잡도는 복호 수행에 소요되는 회로 구성의

규모와 소요 시간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복호 복

잡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요인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회로 구성이 방대하며 소요

시간이 많은 것은 경판정 복호 과정이다. 연판정 복호

에는 여러 번의 경판정 복호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판정 복호의 복잡도는 경판정 복호의 반복 횟수로 나

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 복호 복잡도
Figure 3. Decoding complexity

제안된 알고리즘은 최적 복호가 달성된 것을 조기에

판정하고 복호를 종료할 수 있다. Ⅲ장 3절에서 도출한

충분조건은 복호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적 복호가 달성된 것을 조기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후보 부호어 탐색을 중단하고 복

호를 종료할 수 있다. 이 정교한 방법에 의하여 복호

복잡도가 감소되는 효과를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채널 부호의 연판정 복호 방식을 제안하

였다. 수신된 시퀀스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블록 오류

확률을 최소화하는 복호법을 제시하였다.

선형 블록 부호의 선형적이고 산술적인 구조를 활용

하여, 효율적으로 복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 방법으로 복호 오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

었다. 또한, 복호의 복잡도 역시 함께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적의 복호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을 도출하였

다. 이로 인하여 후보 부호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제안된 복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복호를 수행

하면서도 블록 오류 확률을 낮출 수 있었다.

제안된 복호법은 효과적으로 복호를 수행하기 위하

여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탐색이

이루어지는 후보 부호어 집합에 전송된 부호어가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후보 부호어 수를

줄여서 복호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두 가

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경판정 복호 과정의 횟수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면서 블록 오류 확률도 동시에 감

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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