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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 블록 터보 부호의 SISO(Soft-input Soft-output) 기반 반복 복호 알고리즘의 일반화 및 활용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R. M. Pyndiah는 AWGN 채널(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Channel)에서 2차원 Linear Block Code(선형 블록 부호, LBC) 
결합으로 구성된 Product 부호의 SISO 반복 복호 방식을 제안했으며, 이를 블록 터보 부호라 하였다. 블록 터보 부호의 SISO 복호

방식은 SIHO(Soft-input Hard-output) 복호 방식인 Chase 알고리즘의 부호 판정을 기반으로 연판정 정보를 생성 후 전달하여 반복적

인 복호를 수행한다. 블록 터보 부호는 AWGN 채널에서 높은 Code-rate(부호율)의 Product 부호에 대해 적은 SISO 복호 반복만으로

도 샤논 한계에 근접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와 AWGN 채널 전송을 가

정한 기존 블록 터보 부호 복호 알고리즘을 채널 출력의 LLR(Log-likelihood Ratio)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일반화하고, 
LDPC(Low-density Parity Check) 부호와 블록 터보 부호의 직렬 결합 구조에서 일반화된 알고리즘 활용 예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generalization and application for the conventional SISO decoding algorithm of Block Turbo Codes. R. M. 
Pyndiah suggested an iterative SISO decoding algorithm for Product Codes, two-dimensionally combined linear block codes, on 
AWGN channel. It wascalled Block Turbo Codes. Based on decision of Chase algorithm which is SIHO decoding method, SISO 
decoder for BTC computes soft decision information and transfers the information to next decoder for iterative decoding. Block 
Turbo Codes show Shannon limit approaching performance with a little iteration at high code rate on AWGN channel. In this 
paper we generalize the conventional decoding algorithm of Block Turbo Codes, under BPSK modulation and AWGN channel 
transmission assumption, to the LLR value based algorithm and suggest an application example such as concatenated structure of 
LDPC codes and Block Turbo Codes.

Keyword : Channel Coding, Block Turbo Codes, SISO Decoding, Iterative Decoding

I. 서 론

이동 통신을 포함하는 많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부호를 직렬 결합하여 오류 정정 능력

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채널 부호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가
장 널리 사용되는 부호간 직렬 결합은 효율적인 SISO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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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가 가능한 LDPC 부호나 터보 부호를 내곽 부호로 사

용하고, MDS(Maximum distance separable) 부호로 알려진

BCH(Bose-Chaudhuri-Hocquenghem) 부호와 같은 선형 부

호를 외곽 부호로 사용하는 결합니다. 이러한 직렬결합은

LDPC 부호와 터보 부호의 일반적 문제인 error floor(오류

마루) 문제를 감소시키는 조합이다
[1]. 

블록 터보 부호는 부호 구성이 비교적 용이한 작은 단위

의 선형 부호를 2차원 구조로 확장시키고 반복적인 SISO 
복호를 통해 AWGN 채널 전송에서 샤논 한계에 근접한 성

능을 보인다
[2]. 하지만 블록 터보 부호의 기존 알고리즘은

AWGN 채널 출력을 기반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LDPC 부호의 BP 복호 알고리즘으로부터 받는 LLR 연판

정 정보를 복호에 이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두

복호 알고리즘 사이의 호환을 위한 블록 터보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 터보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 연산을

LDPC 부호나 터보 부호의 반복 복호 과정에서 다루는 연

판정 정보와 호환될 수 있도록 LLR 값에 기반한 연산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복호 알고리즘이

AWGN 채널의 출력을 복호 연산에 반영하는 것과는 달리

부호 비트간 전송이 독립이라는 가정만으로 각 비트의

LLR 정보가 주어질 경우 복호 알고리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화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AWGN 채널 전송

에서 유효성을 검증한다. 또한 LDPC 부호와 BCH 부호의

결합에서 BCH 부호를 블록 터보 부호로 대체하고

Rayleigh 페이딩 채널 전송 시 성능 개선을 시뮬레이션 결

과를 통해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R. M. Pyndiah에 의해 제안된 기존의 블

록 터보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2][3]. AWGN 채

널을 가정한 MLD(Maximum Likelihood Decision)와 차선

인 Chase 알고리즘
[4][5], 그리고 Chase 복호 판정으로부터

연판정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LLR 
정보를 이용한 MLD가 부호 비트의 신호 벡터와 LLR 벡터

의 Correlation(상관관계) 값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이

고, 부호 비트의 LLR 값 기반으로 연판정 정보 연산 알고리

즘을 일반화 한다. 4장은 AWGN 채널에서 기존 알고리즘

과 제안된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여 유효성

을 검증하고, LDPC 부호와 블록 터보 부호 결합 구조의

Rayleigh Slow 페이딩 채널 전송 및 복호화 시뮬레이션 결

과를 바탕으로 LLR 값 기반 연산으로 일반화된 블록 터보

부호가 활용될 수 있는 예를 보인다. 5장에서는 4장의 시뮬

레이션 결과를 종합하여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블록 터보 부호

1. Product 부호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블록 터보 부호는 부호화 방식으

로 Product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Product 부호는 작은 단

위의 부호들로부터 강력한 오류 정정 능력을 갖는 긴 부호

를 생성해내는 방식 중 하나로 1954년 P. Elias에 의해 최초

로 제안 되었다
[5]. 그림 1.은 두 가지의 Systematic 선형 부

호를 이용한 Product 부호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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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oduct 부호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Product code

Product 부호의 복호는 가로방향(1차 패리티)과 세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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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2차 패리티)으로 각각 패리티에 대한 복호를 진행 한 후

에 복호결과를 교환하면서 나머지 방향에 대한 복호를 수

행하는 방식이다. Product 부호는 1차 패리티 정보 이외에

2차 패리티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정보뿐만

아니라 1차 패리티에 대한 오류 정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1차 단위 부호의 Minimum Hamming Distance를
dmin이라 할 때, 1차 단위 부호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오류 정정 능력은  비트로 한정 되지만, 2차원 결합

시 각 방향 단위 부호의 비트-오류검출 상호조

합으로 추가적인 오류 정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예를 들어 횡 방향으로 i 번째 부호 벡터와 종 방향으로

j 번째 부호 벡터에 오류가 있는 것을 신드롬 계산으로 확인

하면, Product 부호의 (i, j) 위치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추측

이 가능하다.

2. Chase 복호 알고리즘

R. M. Pyndiah가 제안한 블록 터보 부호의 복호 알고리

즘은 크게 채널로부터 받은 Soft Input을 바탕으로 부호 판

정을 내리는 과정과 이를 반영한 Soft Output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2.2절에서는 AWGN 채널 출력의

Soft information으로 Chase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호 판정

법을 살펴본다.
2진 비트 정보가 서로 균등한 확률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AWGN 채널에서 전송된다는 가정을 하는경우에 송신자가

전송한 (n,k) 부호 E = (e1, e2, …, en)에 대해 수신자가 채널

로부터 받는 수신 심볼 값의 벡터 R = (r1, r2, …, rn)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G는 AWGN 채널에서 부호의 각 비트에 더해진

잡음 샘플의 벡터이며, E의 i 번째 비트 ei는 부호의 2진 정

보 0과 1을 각각 1과 -1로 BPSK(Binary Phase Shift 
Keying) 변조한 값을 갖는다.

위와 같은 가정에서 수신자가 취하는 MLD(Maximum 
Likelihood Decision)에 의한 판정 D는 수신 신호 벡터와

모든 부호간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ian distance)로 결정

되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f   ≤  , 

∀∈   and≠
(2)

여기서 Ci는 송신자가 전송하는 (n, k) 부호 집합의 원소

이며, 수신 신호와 임의의 부호 사이 유클리디안 거리의 제

곱꼴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가능한 모든 부호를 대상으로 수신 값과 유클리디안 거

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MLD의 복잡도는 메시지 정보의

비트 수인 k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실용적인 복호 알고리즘이 될 수 없다. 이에 1972
년 David Chase는 AWGN 채널의 충분히높은 SNR(Signal 
to Noise Ratio: 신호 대 잡음비)을 가정할 때, 수신 값을

바탕으로 비교 판정 대상이 되는 부호의 부분집합을 구성

하여 MLD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구체적인 단계 구성은 다음과 같

다.

• 1 단계. 전송된 부호의 채널 측정 값으로부터 그 절대

값이 가장 작아 신뢰도가 낮은 p=d_min-1)/2개

의 부호 비트 위치를 찾아낸다.
• 2 단계. 위 단계에서찾아낸위치들에 대한 모든 선택

조합으로 실험패턴 I 의 집단을 구성한다. 이 때, 전
체 조합의 개수는 2p가 된다.

• 3 단계. 모든 실험 패턴 Y의 modulo 합으로 Z=Y+T 
을 구하고, 모든 Z에 대한 복호를 수행하여 나온 결

과 부호 C들로 판정 후보 집단 Ω를 구성한다.
• 4 단계. 집단 Ω를 대상으로 MLD를 수행하여 최종

판정 D를 복호 결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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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se 복호의 Soft-Output 정보

Chase 복호 알고리즘은 채널 측정 값으로부터 부호를 판

정하는 SIHO 알고리즘으로 분류된다. 블록 터보 부호의 반

복 복호 효과를얻기 위해서는 Chase 알고리즘의 판정으로

부터 다음 단계의 반복 복호에 필요한 Soft Output 정보를

도출해야 한다. Pyndiah 알고리즘은 모든 부호가 전송될 확

률이 동등할 때, 판정 D의 j번째 비트 dj에 대해 다음과 같

은 LLR 출력을 정의했다.

    

   






∑

 ∈
   

∑
 ∈

    




 (4)

위 수식에서 
± 은 j 번째 비트가 ±인 부호의 집합을

의미한다. 분산이 인 분포를 갖는 AWGN 채널 전송일

때,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하며,

    
 



 

   (5)

충분히 높은 SNR을 가정할 경우, 수식 (4)에 대해 다음

과 같은 근사가 가능하다.

′  



   (6)

여기서  ±는 j 번째 비트가 ±인 부호 중 에 대해

가장 작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갖는 부호를 의미한다. 수식

(6)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i f ≠
     

(7)

위 수식을 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이 반복 복호

알고리즘의 intrinsic 정보 와 extrinsic 정보 의 합 형태

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    
  ≠




 (8)

Chase 복호 알고리즘의 판정 는 Ω 안에서 가장 작은

유클리디안 거리를 갖는 부호이기 때문에 의 값에 따라

 나   중 한 부호가 된다. 둘중 가 아닌나머지

한 부호를 라 할 때, Soft-Output 정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for∈≠ (9)

만약, 부분 집합 Ω 안에서 에 해당하는 부호를찾을 수

없을 경우 별도의 Soft-Output 도출이 필요하다. Pyndiah 
알고리즘은 BER에 대한 변수 를 정의하고, 수식(9)으로

Soft-Output을 계산할 수 없는 비트에 다음과 같은 연산을

적용하였다.


′  (10)

Pyndiah는 의 값을 수식 (9)에 계산된 extrinsic 정보의

평균에 반복횟수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그 비율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 하였다

고 밝혔다.

4. 블록 터보 부호의 반복 복호 알고리즘

본 절에서는 전체 부호에 대한 반복 복호 수행 알고리즘

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2는 Pyndiah가 제안한 블록 터보

부호의 반복 복호의 구조를 나타낸다.
최초의 복호는 채널 측정값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각 행이나열에 대해 Chase 복호를 수행한 후, 위에서 정의

에 따라 Soft-Output을 생성하여 Extrinsic 정보를 출력으로

취한다. 두 번째 Chase 알고리즘의 입력은 다음과 같이 채

널 수신 값에 1차 복호의 extrinsic 정보를 합한 형태로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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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ing of rows or
columns of matrix P

DELAY LINE

a(m) ß(m)

[W(m)] [W(m+1)][R(m)]

[R][R] [R]

그림 2. 블록 터보 부호의 반복 복호 알고리즘 구조
Fig. 2. Structure of iterative decoding algorithm for Block Turbo Codes

   (11)

위에서 Scaling factor 는 전 단계 복호의 extrinsic 정보

인 의 분산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값으로

≤ ≤ 의 값을 갖는다. 이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화 할 수 있다. 전 단계의 복호가 블록 터보 부호의 횡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음 단계의 복호는 종 방향으로 수행

하게 된다. 각 방향에서 Chase 복호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extrinsic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블록 터보 부호의 복호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III. 제안하는 블록 터보 부호 복호 알고리즘의
일반화 과정

1. LLR 입력 기반 Chase 복호

앞서언급한 바와 같이 Pyndiah가 제시한 블록 터보 부호

의 복호 알고리즘은 AWGN 채널 출력을 가정한 유클리디

안 거리 비교 방식으로 Chase 복호를 수행한다. LDPC와
블록 터보 부호가 직렬 결합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에

LDPC의 Soft-Output은BP(Belief Propagation) 알고리즘으

로갱신된 LLR 정보이기 때문에 2장에서 다룬알고리즘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3.1 절에서는 LLR 정보를 Soft-Input
으로 받는다는 가정하에 블록 터보 부호의 Chase 복호 단

계에서 수행하는 MLD가 수신 LLR 정보와 부호간의

Correlation(상관관계) 값 비교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인다. 
먼저, 2.2절과 같은 전송 방식을 가정할 경우 MLD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f    ≥  , 
∀∈  and ≠

(12)

부호 비트간 독립 전송일 때, 수식 (12)의 부등식 부분은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

 



  
 (13)

  
을 이라 하면, 다음과 같은 전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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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의 수식(13)와 (14)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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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식(15)의양변에 로그를 취한 부등식으로 MLD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 f 
  




 ≥

 




 ∀∈and ≠ (16)

여기서   ln 

  은 번째 비트의 LLR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력 LLR에 대해 가장 높은 Correlation 
값을 갖는 부호를 MLD라고 말할 수 있다.

2. LLR 입력 기반 Chase 복호의 Soft-Output

이번 절에서는 LLR 입력을 기반으로 Chase 복호 판정에

대한 Soft-Output 정보를얻는 연산을 일반화 한다. 먼저 수

식 (4)는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다.

  ln






 ∑

 ∈
  

  

 ∑
 ∈

  

   




 ln 

 

 ln∑

∑ 
∑  

 ∈
 
 

  
 

 ∈
 
 

  

(14)

충분히높은 SNR을 가정할 때, ∑와 ∑는 1로 수렴

하게 되어, 비트 간 독립 전송일 경우 수식 (17)은 다음과

같이 근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ln





∏ 

   


∏ 
   

 



 ln 

   ln






∏≠  



∏≠  
 




(18)

위 수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    
 ≠






i f ≠
     

(19)

분산이 인 분포를 갖는 AWGN일 경우,  



인

것을 감안한다면, 수식 (7)과 동일한표현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 수식 또한 j번째 비트에 대한 LLR 입력과

extrinsic 정보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Chase 복호 과정에서

부호의 부분 집합  안에서 부호들의 비교를 위해 실행했

던 Correlation 연산 결과를 이용하면 수식 (9)은 다음과 같

은 형태로 재구성 될 수 있다.


′

∑ 
 ∑ 

 
 (20)

 

IV. 시뮬레이션을 통한 알고리즘 적용 결과
분석

1. AWGN 채널 성능 비교

이 절에서는 AWGN 채널 전송 시 LLR 기반 연산의 블

록 터보 부호 성능과 기존의 알고리즘에 의한 성능을 비교

하여 LLR 기반 복호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보인다. 전체적

인 시뮬레이션 설정은 아래와 같다.

- 블록 터보 부호의 횡 방향과 종 방향을 구성하는 단위

부호로 (63, 57) BCH 부호를 사용한다.
- Chase복호 단계에서 가장 작은 채널 수신 값 혹은

LLR 값을 갖는 p=4 만큼의 비트들에 대해 실험패턴

을 생성한다. 실험 패턴은 모두 2p
개가 된다.

- Extrinsic 정보의 분산을 조정하는 Scaling factor 는
Pyndiah 가 simulation을 통해 최적화 한 배열을 사용

한다.

]0.1,0.1,9.0,7.0,5.0,3.0,2.0,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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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urbo Codes-BCH(63,57)2

 

 

iteration 1 (Pyndiah)
iteration 2 (Pyndiah)
iteration 3 (Pyndiah)
iteration 4 (Pyndiah)
iteration 1 (LLR based)
iteration 2 (LLR based)
iteration 3 (LLR based)
iteration 4 (LLR based)

그림 3. AWGN채널에서의 BTC<BCH(63,57)2> SNR 대비 BER 성능 곡선
Fig. 3. BER Performance of BTC<BCH(63,57)2> on AWGN Channel

- 수식 (10)에 사용된 의 값은 수식 (8), (19)에 의해

연산된 extrinsic 정보의 평균에 일정 비율을 취해서

적용하며, 각 복호 단계에 따른 그 비율 또한 Pyndiah
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화된 다음 배열을 사용한

다.

]0.1,0.01.1,0.1,8.0,6.0,4.0,2.0[)( =mb

그림 3는 AWGN채널에서 Pyndiah 알고리즘에 따라 시

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SNR 대비BER(Bit Error Rate) 

성능 곡선의 형태로 복호 반복 횟수에 따라 나타내었으며, 
이것을LLR 기반으로 일반화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와 비

교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은 Floating point 시뮬레이션을 기

반으로 진행하였다.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LLR 기반의 일반화된 블

록 터보 부호의 반복 복호 성능은 AWGN 채널 가정에서

Pyndiah의 알고리즘과 성능이 0.1dB이하의 차이로매우 유

사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판정

정보 일반화 알고리즘은 성능과 반복복호 효과에서 유효함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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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럽형 DTV 전송 표준 DVB-T2의 채널 부호 프레임
Fig. 4. Channel coding frame structure of DVB-T2

LDPC
Code Rate R

BCH Uncoded 
Block

BCH Coded 
Block

Overall Code Rate 
(LDPC&BCH)

BTC Uncoded 
Block

BTC Coded 
Block

Overall Code Rate 
(LDPC&BTC)

1/2 32,208 32,400 0.497 29,584 32,400 0.457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코딩 파라미터
Fig. 1. Coding parameters for simulations

2. LDPC 부호와 블록 터보 부호의 결합 성능

다음은 제안된 연판정 정보 일반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예로서 LDPC 부호와 블록 터보 부호의 직렬 결합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직렬 결합 구

조의 오류정정부호에서 LDPC부호는 전체적인 성능을 결

정하는역할을 하며 블록 터보 부호는 LDPC부호에 의해서

정정되지 못한 잔여 오류를 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LDPC 복호 후 잔여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이잔류하는 페이딩 채널에 대해서 실험한다. 특히Flat한
Rayleigh Slow Fading 채널(Doppler Frequency: 10-3)을 가

정하고 수행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의 비교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유럽형 디

지털 TV 전송 표준인 DVB-T2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오류정정부호 구조인 LDPC와BCH 부호를 직렬 결합한 구

조를 선택하였다. 그림 4.은 LDPC-BCH 결합 방식의프레

임 구조를 보여주고표 1.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정리하

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부호는 1/2 부호율의 64,800 
비트 LDPC와(32400, 32208) Shortened BCH 부호, 그리고

(180, 172) Shortened BCH 부호의 2차 형태로 구성된 블록

터보 부호이다. 그림 5는 LDPC-BCH 부호 결합과 LDPC-
블록 터보 부호 결합의 Rayreigh Flat Fading 채널 전송시

SNR 대비 FER(Frame Error Rate)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Rayleigh Flat Fading의 Doppler 
Frequency 상수는 10-3이고 DVB-T2시스템에 사용된 오류

정정 부호 구조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성능 곡선이다. 
LDPC-블록 터보 부호의 복호 반복에 따라 FER이 10-2 대
역에서 기존 DVB-T2 시스템보다 최대약 0.3dB의 성능이

득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SNR 영역에서는 성능 이

득이 확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같은 FER성능 이득은

블록 터보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이 반복 복호를 통해서 점

점 더 유효한 부호어를찾아가는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이다. 처음 반복 복호시 유효한 부호어에 근접한 부호어

로 접근 하였을 때, 점차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유효 부호어

를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완벽한 복호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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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C + BCH (DVB-T2)

LDPC + BTC (iteration 1)

LDPC + BTC (iteration 2)

LDPC + BTC (iteration 3)

LDPC + BTC (iteration 4)

LDPC + BTC (iteration 5)

그림 5. LDPC-BCH와 LDPC-BTC 결합 구조의 Rayleigh Slow Fading 채널에서의 성능 비교
Fig. 5. Performance of LDPC-BCH and LDPC-BTC concatenated code on Rayleigh Slow Fading Channel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WGN 채널 측정값을 기반으로 한 기존

블록 터보 부호의 SISO 반복 복호 알고리즘을 LLR값 기반

의 연산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을 보였다. 기존의 알고리즘

이 채널 측정값과 부호간 유클리디안 거리의 제곱꼴을 계

산하여 주요 연산을처리하는 것에 반해, LLR 기반으로 일

반화된 알고리즘은 LLR과 부호간 correlation 계산으로 연

판정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LLR 

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LLR 값의 합과 차를 구하는 계산만

으로 필요한 모든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LDPC 
부호나 터보 부호와 같이 SISO 반복 복호를 사용하는 부호

와 블록 터보 부호를 직렬 결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의 복

호 과정에서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서로간에 연판정 정보

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연접된 부호의

연판정 복호는 FER=10-2  에서 0.3dB 가량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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