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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기술 부문

해상 환경에서의 업링크 데이터의 오류성능 

개선을 한 CZZ 부호화

Concatenated Zigzag(CZZ) Code for Improving Error Performance 

of Uplink Data in Marine Environment

 윤 정 국*

Jung Kug Yun

Abstract

  We can model marine uplink channel environment as time-correlated rician fading channel that has direct path 
and time varying reflected path. In this channel, error performance of uncoded system can be seriously degraded 
by multipath inteference. In this paper, we propose Concatenated Zigzag(CZZ) coded binary FSK signaling with 
noncoherent detection to improve error performance of uplink data in marine environment. CZZ code is a kind of 
channel coding scheme that is fast decodable as well as fast encodable. We have confirmed error performance of 
uplink data in marine environment can be improved dramatically through applying CZZ code.

Keywords : 해상 업링크 채 환경, CZZ(Concatenated Zigzag Code) 부호, 상  페이딩 채 , 오류성능, 비동기식 FSK
신호검출, Rician 페이딩 채

1. 서 론

  함정에서 발사된 공 유도탄의 상 표 의 움직

임은 빠르기 때문에 탐색기가 표 을 포착하기 까

지 기유도를 해야 한다. 기유도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령유도 방식이 있는데, 함정에 구비된 

이다 등 탐지 추 센서를 동원하여 탐지추 한 표  

정보를 무선링크로 유도탄에게 주기 으로 정보를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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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에서 다수의 표 을 탐지추 하여 다수의 유도

탄을 운용해야 할 경우 주어진 통신 자원을 효율 으

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을 

달하여야 한다. 한 만약 유도탄의 치를 함정에서 

알지 못한다면 공간상에 유도탄이 치할 수 있는  

역에 하여 업링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넓

은 빔 폭을 갖는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므로 유도탄에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는 크게 하되며 넓은 빔 사용

으로 인한 해수면의 반사 와 산란 들이 간섭을 일

으키므로 통신에 제약을 래하게 된다.
  해상 업링크 채 환경은 직 (LOS : Line-Of Sight)
와 해수면에 의한 반사 (NLOS : Non Line-Of Sight)
로 구성된 Rician 페이딩 모델로 모사될 수 있는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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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탄과 함정의 상 인 치와 해수면의 상태가 시

간 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변 채 을 형성한다[1,2].
  반사 의 시변 특성은 업링크 시 에서 유도탄, 함

정, 그리고 해수면의 상 인 치 변화와 해수면의 

상태 변화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변화량이 크면 채

환경이 격히 변하는 시변 채 을 형성하고, 그 변화

량이 작으면 채 환경이 거의 변하지 않는 시변 채

을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반사 의 시변 특성을 고

려하여 해상 업링크 채 환경을 상  Rician 페이딩 

모델로 근사화 하 다. 상  Rician 페이딩 채 모델

은 하나의 업링크 임 내에서 도 러 주 수와 심

볼 주기의 곱인 정규화된 페이딩 비율에 따라 반사

의 채 이득이 변하는 모델이며 본 논문에서는 정규

화된 페이딩 비율에 따른 오류성능을 알아보기 해 

  = 0, 0.001, 0.01로 가정하여 Jakes 모델로 구

하여 모의실험하 다[3].
  부호화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상  페이딩 모델의 

특성상 직 의 상과 다른 반사 의 심볼이 존재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비트 오류에 의한 임 

오류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이것은 아주 큰 Eb/No를 

요구하게 된다. 한 간단한 방법으로 반복 송을 통

하여 상당한 정도의 임 오류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이 방법 한 시스템이 만족할 만한 오류성능

을 보일 수 있는지 면 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최근 표 화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반복복호 

부호인 LDPC 부호의 한 종류인 CZZ 부호를 용하

여 오류성능을 개선시켰다. CZZ 부호는 정보 노드, 
패리티 노드, 체크 노드가 각각 동일한 차수(Degree)를 

갖는 불규칙 LDPC 부호의 한 종류로서 일반 인 

LDPC 부호보다 빠른 부호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스

쥴을 이용한 복호가 가능한 부호이다
[4～7].

  본 논문에서는 변조 방식으로 직교 FSK방식을 고

려하 고, 수신 방식으로는 비동기식 Quadrature 수신 

방식을 고려하 으며, 이때 도 러 옵셋에 의한 주

수편이 향은 제거되었다고 가정하 다.
  모의실험에서는 한 임의 정보어를 256비트로 하

고, 부호율 0.5를 갖는 (4,6) CZZ부호를 용하여 부

호화되지 않는 시스템과 반복 송 시스템과의 오류성

능을 비교하 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해상 업링크 채

환경에서 비동기식 FSK 방식을 갖는 시스템에 CZZ 
부호를 용한 결과 부호화되지 않은 시스템과 반복

송 시스템에 비하여 월등한 오류성능 개선이 이루어

짐을 확인하 다.

Fig. 1. 해상 업링크 채  환경

2. 채  모델

  일반 인 다 경로 페이딩 채 은 직 와 반사

의 신호세기와 지연성분이 포함된 시간 으로 변하는 

선형시스템으로 표 될 수 있다.

 




  이상 인 다 경로 페이딩 채 모델의 경우  = ∞
이며, 신호세기와 지연성분은 한 랜덤 로세스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업링크 채 환경을 직 와 해

수면에 의한 반사 로 구성된 Rician 페이딩 모델로 근

사화 하 다. Rician 페이딩 모델의 채  임펄스 응답

은 다음과 같다.

  






   , 는 각각 직 의 신호세기와 지연시간

을 나타내는데 각각 상수라 가정하며 특히 지연시간

은 0으로 한다. 는 반사 의 신호세기이고 한 

임 내에서 상 도를 갖는 일리 랜덤 로세스

이며 Jakes 모델로 구 한다. 상  일리 랜덤 로

세스로 구 된 반사 의 신호세기는 한 임 내에

서 상 도를 갖고 신호세기가 변하며 임 단 로

는 독립 인 일리 분포를 갖는다. 도 러 주 수 

와 심볼 주기 의 곱 는 정규화된 페이딩 비율

이라 하는데 상 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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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시간에 따른 신호세기의 상 도가 작아지고 

이것은 곧 빠른 채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반사 의 지연시간으로 한 임 내에서 변하는 않

는 상수라 가정하고, 특히 해수면에 의한 지연시간은 

직 와 거의 같기 때문에 0으로 가정한다.
  송신호가 직 와 심볼 단 로 변하는 반사 로 

이루어진 상  Rician 페이딩 채 을 통과한다고 할 

때, FSK 수신기의 출력은 직 와 반사  성분의 합

으로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번째 변조기의 입력이 1일 경우 송심벌   = 

1,    = 0이며, 입력이 0일 경우 송 심볼   = 0, 

   = 1이다. 와  는 각각 FSK 복조기의 high 

주 수와 low 주 수에 해당하는 번째 심볼의 출력

을 나타내며 는 직 의 채 이득 값으로 상수이

며 는 반사 의 번째 채 이득 값으로   = 

의 상 도를 갖고 심볼 단 로 변한다. 

정기에서는 FSK 수신기의 출력 와  의 소

정을 통해 송된 비트 값이 결정된다.

3. CZZ 부호

가. CZZ 부호기

Fig. 2. Zigzag 부호기

  Fig. 2는 Zigzag 부호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Zigzag 부호는 빠른 부호화와 복호화가 가능하며 높은 

부호율을 갖는 시스템에 용될 수 있다. Zigzag 부호

에서 각 행을 세그먼트라 하며, 그 세그먼트에 해당하

는 패리티 비트 는 번째 세그먼트에 속하는 정보

비트들과 의 modulo 2 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mod 

 




    mod       

  Zigzag 부호의 정보비트들은 개의 비트들로 구성

된 개의 블록들로 나 어 질 수 있다. 따라서 Zigzag 
부호는 두 라미터 와 에 의해 완벽히 정의될 수 

있는데 Zigzag 부호의 부호율은 다음과 같다.

  

  Zigzag 부호의 최소 해 거리는 min  = 2인 선형 블

록 부호이므로 성능이 좋지 않다. 따라서 좋은 성능을 

갖는 부호를 용하기 해 연  방식을 용한 CZZ 
부호는 다음과 같다.

Fig. 3. CZZ 부호기

  Fig. 3은 개의 컴포 트 부호를 갖는 연 된 

Zigzag(CZZ) 부호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는 각 CZZ 부호기에 한 인터리버를 

나타내며 CZZ 부호의 부호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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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정보어를 나타내며 은 번째 Zigzag 

부호기에 의해서 생성된 패리티 비트들을 나타낸다. 
CZZ 부호는 세 개의 라미터 , , 에 의해 완벽

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CZZ 부호의 정보어 길이는  
= 이며, 부호어 길이는  =  +  이다. 따라서 

이때, CZZ 부호의 부호율은 다음과 같다.

  

  CZZ 부호는 정보어 길이 와 부호어 길이 을 

갖는 선형 블록 부호이며 Zigzag 부호기 개로 구

성되어 정보노드 차수 을 갖고 체크노드 차수   
+ 2를 갖는 CZZ 부호를 (,  + 2) CZZ 부호라 명

시한다. 따라서 부호율 1/2를 갖는 CZZ 부호는 (3, 5) 
CZZ 부호, (4, 6) CZZ 부호, (5, 7) CZZ 부호등이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4, 6) CZZ 부호를 모의실험으

로 사용하 다. CZZ 부호는 체크노드 차수 ( + 2)
를 가지며, 두 개의 변수노드인 정보노드와 패리티 

노드가 각각 변수노드차수 와 2를 갖는 LDPC로 

볼 수 있다.

나. 복호 알고리즘

  Fig. 4는 CZZ 부호의 Tanner 그래 를 나타낸다. 흰

색 원형 노드는 정보노드를 나타내며, 흑색 원형 노드

는 패리티 노드를 나타내며 흰색 사각노드는 체크노

드를 나타낸다. 한    는 각 CZZ 부호기

에 한 인터리버를 나타낸다.

Fig. 4. CZZ 부호의 Tanner 그래

  CZZ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은 터보 부호가 사용하

는 반복 복호 알고리즘이지만, BCJR 알고리즘을 사용

하는 터보 부호에 비해 복잡도가 월등히 낮은 LDPC
의 합곱 알고리즘(Sum-Product Algorithm)을 용할 수 

있다. 합곱 알고리즘은 변수노드와 체크노드간의 LLR 
(Log Likelihood Ratio) 값을 서로 달하므로 메시지 

달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Fig. 5. CZZ 복호 알고리즘

  Fig. 5는 CZZ 복혹기의 메시지 달과정을 보여

다. 메시지 달 알고리즘은 변수노드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LLR 값을 더하여 체크노드에 달해주며 체크

노드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LLR 값을 체크연산을 통

해 LLR 값을 갱신해 나간다. 변수노드는 정보노드와 

패리티 노드로 구분되고 특히 패리티 노드의 차수 값

은 2이므로 외부에서 오는 LLR 값이 그 로 다음 패

리티로 달된다. 메시지 달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기화(iteration = 0)
  기화과정은 변수노드의 채  LLR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변수노드인 정보노드와 패리티노드의 채  

LLR 값을 구하는 과정은 같으며 노이즈가 포함된  

FSK 수신기의 출력 에 의해서 구해진다. 번째 변

수노드의 채  LLR 값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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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Pr  Pr  

    logPr  Pr  

    ln
  ln

 
  여기서 는 심볼 에 지를 나타내며, 는 채  이

득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구해진   이 CZZ 복호

기의 기 값으로 입력되어 CZZ 복호화가 수행된다.

  (ii) LLR 값 갱신(iteration = 1,2,...,T-1)

  - 체크노드 연산 -
  번째 반복과정에서 번째 Zigzag복호기의 번째 체

크노드에서 번째 변수노드로 달되는 LLR값은 체

크노드 연산에 의해서 구해지며 다음과 같다.


  

 

⊕
    ⊕ 

≠



⊕


  
는 자기자신을 제외한 인 한 정보비트의 

사  LLR값들((),   = 1,2,...,,   ≠ )과 forward 

방향의 － 1번째 체크노드의 외부 LLR 값과 채  

LLR값, backward 방향의 번째 체크노드의 외부 LLR
값과 채  LLR값들의 체크연산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체크연산(⊕)은 다음과 같다.

  ⊕ tanhtanh∙ tanh

  - 정보노드 연산 -
  번째 반복과정에서 번째 변수노드에서 번째 

Zigzag복호기의 번째 체크노드로 달되는 LLR값은 

정보노드 연산에 의해서 구해지며 다음과 같다.


    

≠






  
는 번째 Zigzag 복호기의 번째 체크노

드로 달되는 메시지이므로 번째 복호기를 제외한 

－ 1개의 Zigzag복호기의 외부 LLR값과 채  LLR
값에 의해 결정된다.

  - 패리티노드 연산 -
  번째 반복과정에서 번째 Zigzag복호기의 번째 체

크노드로 달되는 LLR값은 패리티노드 연산에 의해

서 구해지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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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번째 Zigzag복호기의 － 1번째 체크

노드에서 번째 체크노드로 달되는 forward LLR 값

이며 
 는 번째 Zigzag복호기의  + 1번째 체

크노드에서 번째 체크노드로 달되는 backward LLR 
값이다.

  (iii) 결정(iteration = T)
  iteration = T에서 번째 정보비트의 LLR 값은 채  

LLR값과 개의 Zigzag 복호기에서 달된 외부 LLR
값의 합과 0과의 소 정에 의해서 구해진다.

      







if     ≥ 0 then   = 0

otherwise,               = 1

4. 모의 실험

  모의 실험에서는 정보어의 길이를 256으로 하 고, 
CZZ 부호는 부호율이 0.5인 (4 ,6) CZZ 부호를 사용

하 다. 따라서 부호어의 길이는 512이다. 신호 검출

방식은 비동기 Quadrature 검출 방식을 사용하 는데, 
FSK 신호의 직교성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도 러 옵

셋에 의한 향을 제거하기 하여 캐리어 주 수 추

정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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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7은 각각 Uncode 시스템의 BER과 FER 성능

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라미터인 K는 Rician Factor
이고 dB 단 로 표 하 다. 한 fdT는 정규화된 페

이딩 비율이다. Fig. 6에서 보여주듯이 K = 0, K = 6, 
K = 10으로 커짐에 따라 직  비 반사 의 신호

세기가 감소하므로 BER 성능이 좋아짐을 보여 다. 
K가 같을 경우 fdT = 0, fdT = 0.001, fdT0.01가 변하

더라도 BER 성능은 거의 같다. 이것은 도 러 옵셋에 

의한 향을 제거하 기 때문에 fdT 값이 다르더라도 

모의 실험하는 체 인 시간에서 반사 의 채  이득

은 심볼단 로 보면 Rayleigh 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Fig. 7에서 보여주듯이 같은 K 값에서 fdT 값

이 커질 경우 BER 성능은 거의 같지만, FER 성능은 

Fig. 6. Uncode 시스템의 BER

Fig. 7. Uncode 시스템의 FER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임 내에서 

하나의 비트라도 오류가 생기면 임 오류로 정

되기 때문이다. 빠른 페이딩의 경우 한 임 내에서 

직 와 상이 다른 반사 가 존재할 가능성은 커

진다.
  Fig. 8, 9는 CZZ 부호가 용된 시스템의 BER과 

FER 성능을 보여 다. CZZ 부호의 복호과정을 통해 

BER과 FER의 오류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AWGN 채 에서 부호율이 0.5인 (4, 6) CZZ 부

호는 BER = 10-4 만족하는 데 약 8.5dB 만을 필요로 

하는데 Uncode 비 약 4dB의 성능차이를 보인다. 
Rician 페이딩 채 에서는 BER = 10-4에서 K = 0일 때 

Uncode 비 약 25dB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데 fdT의 

Fig. 8. CZZ 시스템의 BER

Fig. 9. CZZ 시스템의 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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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성능차이는 크지 않다. 이것은 Rayeigh 
페이딩 채 에서 일반 으로 오류 정정 부호가 용

될 경우 빠른 페이딩일수록 채  다이버시티에 의한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과는 다른 결과다
[8].

Fig. 10. Uncode, Repetition, CZZ 시스템의 FER

  Fig. 10은 fdT = 0.01일 때 Uncode, Repetition, CZZ 
시스템의 FER 비교결과를 보여 다. K = 0일 때, FER 
= 10-3 만족하는 데 Uncode의 경우 약 54dB, Repetition
의 경우 약 20dB, CZZ의 경우 약 12dB 만을 필요로 

한다. K = 10일 경우, CZZ 부호는 FER = 10-3 만족하

는 데 Repetition과 Uncode 비 각각 약 8dB, 13dB의 

성능 개선을 보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채 환경을 직 와 해수면에 의한 

반사 로 구성된 Rician 페이딩 모델링 하 다. 모의 

실험에서 부호화 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원하는 오

류성능을 얻기 해서 아주 큰 Eb/No을 요구하는 것

을 확인하 다. 오류성능 개선을 하여 간단한 방법

으로 반복 송을 용하면 상당한 양의 신호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CZZ 부호를 용하여 모의 

실험한 결과 강력한 오류정정능력을 보이며 부호화되

지 않은 시스템과 반복 송 시스템에 비하여 월등한 

오류성능 개선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다. 따라서 CZZ 
부호의 비교  낮은 부호화  복잡도를 고려하면 

요한 성능 결과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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