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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터리빙은 정해진 부호를 군집 소실 등의 상황에서도 오류 정정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류 비트를 분산시키는 기법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IEEE 802.16e WiMax Standard에 사용된 

low-density parity-check(LDPC) 부호의 특성과 부호가 가지는 군집 

소실 정정 능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군집 소실 정정 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리빙 기법이다. 

우선 IEEE 802.16e WiMax standard에 사용된 LDPC 부호는 

protograph 기반 quasi-cyclic LDPC 부호이다. 이는 주어진 베이스 

행렬의 확장을 통해 패리티 검사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호를 생성할 때 생성되는 부호의 특성은 확장에 사용된 

베이스 행렬의 특성을 따라 정해지므로, 부호의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은 

베이스 행렬의 인터리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베이스 행렬의 인터리빙을 통해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기존에 제안된 방법[7]으로 베이스 행렬의 확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부호의 특성 상 군집 소실 정정 능력 향상에 상한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장된 행렬에 

적용하는 인터리빙 기법을 통하여 베이스 행렬의 인터리빙 기법보다 

더욱 향상된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을 제공하는 인터리빙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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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1 절 연구의 배경 
 

디지털 통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를 송신기로부터 

수신기까지 훼손 없이 전송하여 원하는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채널을 통과하게 되며 정보가 통과하는 채널은 잡음이 존재하여 이를 

통과한 정보에는 채널에 존재하는 잡음이 포함되게 되어 수신 측이 

온전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잡음이 존재하지 않는 채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채널 통과시에 

발생하는 잡음을 수정하기 위한 단서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정보와 같이 

전송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하였다. 이를 오류 

정정 부호라고 하며, 최초의 Hamming 부호[1]를 시작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부호들이 연구되었다. 

다양한 오류 정정 부호가 연구되고 상용화 됨에 따라 정보의 

송/수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는 능력은 향상되지만 오류 

정정 부호의 특성에 따라 특징적인 상황이나 채널 특성에 대해 취약함을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오류 정정 부호는 채널 통과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랜덤 오류(random error)에 대한 정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산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 

상에서는 의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간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채널을 통과한 정보에 대해 연속적인 오류를 주는 경우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의 연속적인 오류의 정정을 주 목표로 두고 연구된 오류 

정정 부호가 아닌 경우 이러한 연속적인 정보의 오류의 복원은 어려우며 

그로 인해 통신이 실패하게 된다. 이 때 연속적인 오류의 정정을 위한 

오류 정정 부호를 연구하여 이를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오류 정정 

부호와 함께 다른 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룰 

인터리빙이 이에 포함된다. 인터리빙 기법은 채널 특성에 따라 

페이딩(fading)이나 군집 소실(burst erasure)등이 발생하기 쉬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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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에서 이로 인한 정보의 손실을 복원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발생한 잡음을 분산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리빙의 기법으로는 

기본적인 블록 인터리빙부터 다양한 방식의 인터리빙이 있지만 정해진 

부호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인터리빙 기법을 적용할 때 인터리빙 

기법의 원래 목적을 수월히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점대점(point to point) 연결부터 휴대형 접근(portable 

access)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무선 통신을 목표로 하는 WiMAX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으로 승인되어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는 IEEE 

802.16e standard에 활용된 LDPC 부호를 대상으로 이진 소거 

채널(binary erasure channel, BEC)에 발생하는 군집 소실(burst 

erasure)에 대응하는 인터리빙 기법 제안을 통해 군집 소실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제한없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 1.2 절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 대상인 IEEE 802.16e WiMAX standard에 활용된 low-

density parity-check(LDPC) 부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장의 

1절에서는 LDPC 부호의 정의와 부호의 행렬 표현 및 Tanner 그래프를 

이용한 표현, 부호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절에서는 LDPC 

부호의 복호화 기법 중 하나인 메시지 전달 기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LDPC 부호의 형태와 부호가 

가지는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의 분석, 제안하는 인터리빙 기법 및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다루도록 한다. 1절에서는 이진 소거 채널에서 군집 

소실 정정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stopping set과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을 수치화 하는 데 필요한 span의 개념 정리, 2절은 WiMAX 

표준에 사용된 LDPC 부호의 설계 방법인 protograph 기반 LDPC 

부호의 특성과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의 분석을 다룬다.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조건 랜덤 인터리빙 기법의 개념과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인터리빙 기법과 기존 제안되었던 인터리빙 

기법을 포함한 성능을 비교/평가 결과를 4절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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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LDPC 부호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LDPC 부호의 정의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2절에서는 LDPC 부호의 복호화 방법인 메시지 전달(message-

passing) 복호화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제 2.1 절 Low-density parity-check(LDPC) 부호 
 

LDPC 부호는 선형 오류정정 부호의 하나로 통신 채널에서의 

오류를 정정하는 부호이다. LDPC 부호는 Robert Gallager에 의해 최초 

제안된 오류정정부호[2]로 당시 기술에 비해 큰 계산 및 구현 복잡도로 

인한 한계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1996년에 이르러 

Mackay와 Neal[3]이 LDPC 부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임으로써 

재조명된 오류정정부호이다. 

LDPC 부호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행렬 내의 0 이 아닌 원소의 

개수를 0이 아닌 원소의 개수를 부호어의 길이인 n에 대해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패리티 검사 행렬 내 0이 

아닌 원소의 개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만듦으로써 복호화 과정에서 

LDPC 부호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복 복호(iterative decoding)기법을 

통한 복호화 과정 중 복호화의 복잡도가 n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갖게 만든다. 또한 병렬적으로 복호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여 긴 부호의 복호화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LDPC 부호는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게 될 IEEE 802.16e를 

포함한 많은 표준들이 채택하게 되었다. 

LDPC 부호는 보통 패리티 검사 행렬 H 를 통해 정의된다. LDPC 

부호는 패리티 검사 행렬의 0이 아닌 원소의 밀도가 낮도록 행렬을 

구성한다. LDPC 부호의 모든 부호어들은 이진 연산에 대해 𝐻𝑐 = 0을 

만족하며, 이때 크기가 𝑚 × 𝑛인 행렬 H에 대해 부호율(coderate) 𝑟은 

𝑟 = 1 − 𝑚/𝑛이다. 

 

 

 



 

 

 

 

4

 

[그림 2-1] Tanner 그래프 표현의 예 

 

LDPC 부호는 일반적으로 Tanner 그래프라고 불리는 이분 

그래프를 통해 표현된다. Tanner 그래프는 패리티 검사 행렬 H를 입사 

행렬(incidence matrix)로 하는 그래프로, n 개의 변수 노드(variable 

node), m 개의 체크 노드(check node) 그리고 각 변수 노드와 체크 

노드를 이어주는 에지(edge)로 구성된다. Tanner 그래프에서의 변수 

노드와 체크 노드는 각각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열과 행에 대응된다. 

에지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행렬 내의 1에 대응된다. 

 

 

[그림 2-2] Tanner 그래프 [그림 2-1]의 행렬 표현 

 

각 노드에 연결된 에지의 수는 그 노드의 차수(degree)로 표현된다. 

모든 변수 노드의 차수가 동일하고 모든 체크 노드의 차수가 동일하면 

이를 균일(regular) LDPC 부호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균일(irregular) LDPC 부호라고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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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절 이진 소거 채널에서 LDPC 부호의 복호화 
 

본 논문에서는 이진 소거 채널을 주로 다루므로 해당 채널에서의 

복호화 방식을 본 절에서 소개한다. 이진 소거 채널에서 전송된 비트는 

수신될 때 올바르게 수신되거나 ε의 확률로 완전히 소실된다. 수신된 

비트는 완전히 올바르기 때문에 복호기의 역할은 소실된 비트의 값을 

결정하는 것뿐이다. 만약 소실된 비트가 단 하나뿐이라면 단순히 패리티 

검사식에 수신된 값을 대입하고 계산하여 소실된 값을 결정하면 된다. 

메세지 전달 복호기는 각 체크 노드에서 소실된 1개 비트의 값을 

결정하게 된다. 

각 비트에서 수신한 메세지는 Tanner 그래프에 따라 검사식을 

적용하게 된다. 각 변수 노드에서는 수신된 값을 자신과 에지로 연결된 

체크 노드들에게 자신이 가진 값을 보낸다. 𝑖 번째 변수 노드가 보낸 

값을 𝑀 라고 하면 이는 0,1 또는 𝑥 중 하나의 값을 갖는다. 𝑖 번째 각 

체크 노드는 자신에게 연결된 변수 노드로부터 받은 값들을 수신하여 

받은 값 중 𝑥가 하나라면 해당 체크 노드의 검사식을 통해 수신한 𝑥의 

값을 정할 수 있다. 𝑗 번째 체크 노드가 𝑖 번째 변수 노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𝐸 , 라 하면 체크 노드는 자신에게 연결된 변수 노드에게 다시 

𝐸 , 를 보낸다. 자신에게 연결된 체크 노드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은 변수 

노드는 자신이 수신한 메시지를 토대로 자신의 값을 결정하게 된다. 위 

과정을 전체 변수 노드의 값을 모두 결정하거나, 복호기의 최대 반복 

복호 횟수를 초과하여 복호기가 복호화를 포기하고 복호화 실패를 

결과로 낼 때까지 반복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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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신된 부호어 𝑟 = [0 0 1 𝑥 𝑥 𝑥]의 

복호화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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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건 랜덤 인터리빙을 통한 
군집 소실 정정 

 

본 장에서는 군집 소실 정정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개념들과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소실 정정 실패의 요인인 stopping set의 

개념과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을 수치화하기 위한 span의 개념을 

소개하며, 2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protograph 기반 quasi-

cyclic LDPC 부호의 개념과 특성, 군집 소실 정정 능력에 대해 

소개한다.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조건 랜덤 인터리빙의 

개념과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안된 인터리빙 기법의 성능 평가 

결과를 4절에 제시하였다. 

 

제 3.1 절 Stopping Sets 및 Span 
 

이진 소거 채널에서 전송된 비트는 소실 없이 원래 값이 전송되거나 

소실되는 두가지 경우로 귀결되며 LDPC 부호의 메시지 전달 복호화 

과정에서 수신된 비트의 값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신된 

비트을 패리티 검사식의 만족 여부 확인을 통해 소실된 비트의 값을 

정하는 과정으로 복호화가 진행된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검사식을 

만족하도록 소실되었던 비트의 값을 모두 정함으로써 복호화를 완료한다. 

이 때 하나의 검사식에 들어오는 변수 노드의 값들 중 2개 이상의 변수 

노드에서 들어온 값이 소실된 값이라면, 해당 검사식으로는 소실된 값을 

가진 변수 노드의 원래 값을 결정하지 않고 반복 복호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검사식에서도 해당 변수들을 

포함한 검사식이 있다면 해당 검사식에서도 변수 노드의 값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소실된 변수 노드들이 개별로 연결되어 있는 체크 노드가 

없다면 계속되는 복호화 과정에서도 소실된 변수 노드들의 값은 결정할 

수 없으므로 소실된 상태로 남게 되고 결국 복호기가 최대 복호 반복 

횟수에 도달하게 되어 복호기는 복호화 실패를 출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수 노드들의 집합을 stopping set이라고 한다. 즉 stopping 

set이란 해당 집합 내의 모든 변수 노드에 대해 각 변수 노드에 연결된 

체크 노드가 stopping set에 해당하는 변수 노드들을 대상으로 2 이상의 

차수를 갖도록 하는 변수 노드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집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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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LDPC 부호에도 설계에 따라 다양한 크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1] 길이 5인 부호의 Tanner 그래프 상에서 

stopping sets의 예시(음영 적용)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실, 즉 군집 소실에 대한 

오류 정정 능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stopping set에 해당하는 

변수 노드들이 군집 소실에 포함되어 소실된 값을 가지게 되면 복호화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진 소거 채널에서 복호화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존재하는 stopping set의 크기가 될 것이다. 

stopping set의 크기가 작다면 발생하는 소실에 대해서 더욱 적은 

소실로도 stopping set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stopping set의 

크기를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LDPC 부호의 성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6]. 하지만 발생하는 소실이 군집 

소실이라면 stopping set의 크기보다 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 이는 

바로 stopping set에 해당하는 변수 노드들의 배치이다. [그림 3-2]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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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동일한 군집 소실에 대해 stopping sets의 

배치에 따른 영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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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군집 소실을 정정하는 능력에 대한 성능을 수치화하기 위해 

span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도록 한다. span이란 {1,2, … , 𝑛} 의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부분집합을 𝑆 라고 할 때 𝑠𝑝𝑎𝑛(𝑆) = 𝑚𝑎𝑥 , (|𝑥 − 𝑦| + 1) 을 

의미한다. 𝑍 를 𝑆 들로 이루어진 집합 족이라고 할 때 𝑠𝑝𝑎𝑛(𝑍) =

𝑚𝑖𝑛 ∈ (𝑠𝑝𝑎𝑛(𝑆))를 의미한다. 

[그림 3-2]에서 보였듯이 군집 소실 상황에서는 stopping set의 

크기보다는 배치가 중요하며, 존재하는 stopping set에 해당하는 변수 

노드들 중 하나라도 군집 소실에서 벗어나 소실되지 않은 본래 비트의 

값을 전송할 수 있다면 해당 set 내 다른 변수 노드들을 모두 복호화가 

가능하다. 즉 배치된 stopping set을 S라고 하면 span(S)가 군집 소실된 

비트의 크기보다 크다면 해당 stopping set은 반드시 복호화 가능하다. 

이진 소거 채널에서 반복 복호를 실시하는 패리티 검사 행렬 H 로 

정의된 LDPC 부호이며, 𝑠𝑝𝑎𝑛(𝐻)를 𝐻가 복호화할 수 있는 최소 길이의 

군집 오류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𝑋 를 𝐻 의 stopping set으로 이루어진 

집합 족이라고 가정하면 𝑠𝑝𝑎𝑛(𝐻) = 𝑠𝑝𝑎𝑛(𝑋) 의 관계가 됨을 알 수 

있다[7]. 

 

 

제 3.2 절 Protograph 기반 quasi-cyclic LDPC 부호 
 

Protograph 기반 quasi-cyclic LDPC 부호는 𝑚 × 𝑛크기의 패리티 

검사 행렬 𝐻 로 정의된다. 여기서 𝑛 은 코드의 길이를, 𝑚 은 코드의 

패리티 검사 비트의 숫자이다. 메세지 비트의 크기 𝑘 = 𝑛 − 𝑚 이다. 

패리티 검사 행렬 H는 아래의 형태를 가진다. 

 

𝐻 =

⎣
⎢
⎢
⎢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𝑃 ,

⋮ ⋱ ⋮
𝑃 , 𝑃 , 𝑃 , ⋯ 𝑃 , 𝑃 , ⎦

⎥
⎥
⎥
⎤

= 𝑃  

 

여기서 𝑃 , 는 확장 계수(expansion factor) 𝑧 에 대해 𝑧 × 𝑧 크기의 

순환행렬 또는 영행렬을 의미한다. 이 패리티 검사 행렬 H 는 𝑚 × 𝑛  

크기의 베이스 행렬(base matrix) 𝐻  을 확장하여 생성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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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의 정수 𝑧에 대해 𝑛 = 𝑧 × 𝑛 , 𝑚 = 𝑧 × 𝑚 의 관계를 가진다. 주어진 

베이스 행렬을 행렬 내 각 값에 대하여 0은 𝑧 × 𝑧크기의 영행렬로, 1은 

𝑧 × 𝑧 크기의 순환 행렬로 대체함으로써 확장을 할 수 있다[8][9][10].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IEEE 802.16e WiMAX standard에서는 𝑛 =

24 로 정하였다. 확장 계수는 최소 24부터 4씩 증가하여 최대 96까지 

사용하며, 부호율은 1/2, 2/3, 3/4, 5/6 까지 사용하므로 각 베이스 

행렬의 크기는 12 × 24, 8 × 24, 6 × 24, 4 × 24이다. 

베이스 행렬의 확장은 𝑧 × 𝑧 크기의 단위 행렬을 우 순환 이동을 

취한 행렬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진 베이스 행렬에서는 단일 우 

순환된 행렬만 표현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하여 모델 행렬(model matrix) 

𝐻 을 생성하여 확장에 활용한다. 𝐻 은 베이스 행렬 𝐻 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며 내부의 값만 치환하여 사용하는데, 베이스 행렬 𝐻 에서의 

0은 공백 또는 음수(일반적으로 -1)을 활용하여 영행렬로 확장됨을 

표현하며, 𝐻 내의 1은 확장을 위한 𝑧 × 𝑧  크기의 단위행렬에 대해 우 

순환 이동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𝐻 은 바로 

𝐻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림 3-3]은 IEEE 802.16e에서 활용하는 𝐻  

중 하나로 1/2의 부호율을 갖는 𝐻 의 형태이다[11]. 

군집 소실의 정정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topping set의 배치가 

중요하며 이는 protograph 기반 quasi-cyclic LDPC 부호에서도 

동일하다. 𝑟 × 𝑠  크기의 행렬 𝐻 과 이를 확장 계수 z 에 대해 확장한 

𝑟𝑧 × 𝑠𝑧 크기의 행렬 𝐻 에 대하여 𝑖 ∈ {1,2, … , 𝑠 − 1} 인 𝑖 에 대해 𝐻 의 

열의 위치에 대응하도록 하고, 𝑗 ∈ {0,1, … , 𝑧 − 1}인 𝑗 를 임의의 우 순환 

이동된 단위행렬의 열의 위치에 대응하도록 하면 확장된 행렬 𝐻의 열은 

(𝑖, 𝑗)로 표현할 수 있다. 즉 (𝑖, 𝑗)은 행렬 𝐻의 𝑠𝑖 + 𝑗번째 열에 해당된다. 

이 때 확장된 행렬 H은 대해 단위 행렬의 우 순환 이동을 통해 확장된 

행렬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보조정리 3.1] 𝑆 를 𝐻 의 stopping set이라고 하고 집합 𝑆 =

{𝑖, (𝑗 + 1)𝑚𝑜𝑑 𝑧 : (𝑖, 𝑗) ∈ 𝑆}라고 하면 𝑆′역시 H의 stopping set이다[12]. 

[보조정리 3.2] 𝑆를 𝐻  의 stopping set이라고 하며 𝑇 = {𝑖 ∶ (𝑖, 𝑗) ∈

𝑆} 를 𝐻  열의 집합이라고 하면 𝑇 는 𝐻 와 𝐻 의 stopping set에 

해당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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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IEEE 802.16e WiMax standard 

protograph 기반 LDPC 부호 

부호율 𝑅 = 1/2의 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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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보조정리는 모두 한 행과 한 열에는 원소가 1개씩만 

존재하는 단위행렬의 특성으로 인해 중복되는 열과 행이 없으므로 

성립하는 내용이다. 즉 𝐻 에서 stopping set의 존재는 𝐻 에서의 

stopping set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𝐻 에서 stopping set이 

존재한다면 이를 단위행렬을 통해 확장한 𝐻 에서 𝐻 에서의 1개 열을 

확장한 부분을 1개의 구역으로 지정한다면 𝐻 의 우 순환 이동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𝐻 에서 stopping set에 해당했던 열에 

해당하는 구역을 전부 포함하면 stopping set에 해당하며 우 순환 

이동의 정도에 따라 𝐻 에서의 대응되는 stopping set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2개 이상의 열은 stopping set에 해당하게 된다. 위 

내용을 군집 소실 정정능력을 수치화하기 위해 정의한 span으로 

설명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 

 

[정리 3.3] 베이스 행렬 𝐻 에 대해 𝑏 = 𝑠𝑝𝑎𝑛(𝐻 )라 하고 확장계수 

𝑧에 의해 확장된 행렬 𝐻에 대해 𝑡 = 𝑠𝑝𝑎𝑛(𝐻)라고 하면 𝑏와 𝑡의 관계는 

(𝑏 − 2)𝑧 + 2 ≤  𝑡 ≤ 𝑏𝑧 와 같다[7]. 

 

베이스 행렬 𝐻 에서 stopping set이 존재하면 확장한 𝐻 에서도 

반드시 stopping set이 존재하게 되며 위 정리를 통해 크기가 작아 

비교적 연산이 단순한 𝐻 에서의 span 계산을 토대로 확장된 𝐻 에서의 

군집 소실 정정 능력에 해당하는 span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패리티 검사 행렬 𝐻 에 대해서 군집 소실 정정 능력 개선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직접 모든 stopping set을 찾아 찾은 모든 

stopping set에 대해 가장 span이 크도록 배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𝐻내에 존재하는 모든 stopping set을 직접 찾는 과정은 엄청난 연산을 

필요로 한다. 부호 길이 𝑛의 부호에 대해 직접 stopping set을 찾는다면 

필요한 연산량은 ∑ = 2 − 2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IEEE 

802.16e standard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짧은 부호 길이 𝑛 = 24 × 24 =

576 이므로 가장 짧은 길이의 부호도 𝐻 에 대해 직접 stopping set을 

찾는 것은 매우 많은 연산이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𝐻 의 열은 𝑛 = 24 이므로 𝐻 의 stopping set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연산량은 충분히 가능할 만큼 줄어들며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 𝐻 에서의 인터리버를 설계하면 𝐻 의 span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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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확장된 𝐻에 대한 span의 향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위 정리에 의하면 𝑏가 최대값을 갖도록 조정하여 𝑡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𝐻 에서의 인터리버 적용을 통한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의 향상은 𝑏𝑧의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 이상의 군집 소실 정정 능력 

향상은 불가능하다.  

 
 

 

제 3.3 절 조건 랜덤 인터리빙 
 

기존에 제안된 베이스 행렬 𝐻 에서의 인터리빙은 확장된 행렬 𝐻의 

관점에서 보면 블록 단위의 인터리빙이며, 그로 인해 인터리빙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고 이는 곧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의 한계로 이어진다.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의 중점은 span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span이 곧 정정 가능한 군집 소실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stopping set의 span이 목표로 하는 크기보다 작은 인터리빙 방식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리빙의 중점은 주어진 길이 이내의 군집 

소실에 대해서는 완벽히 복호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길이보다 span이 작은 stopping set을 완벽히 배제한다. 이를 위해 

제한조건인 𝑙 에 대해 𝑙 보다 작은 span의 stopping set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며, 기존 블록 단위의 인터리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블록 

단위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랜덤한 배치를 적용한다. 위 인터리빙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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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3.1] 𝐻에 대한 조건 랜덤 인터리빙 

입력값 : 𝐻, 𝑙 

1:  부호 길이 n에 대해 균일 랜덤 순열 

(uniform random permutation) 생성 

2:  For 𝑖=2 to 𝑙 

3:    For 𝑗=1 to 𝑛 − 𝑖 

4:      𝐻의 𝑗번째 열부터 𝑙개 열을 집합 𝐶로 정의 

5:      𝐶에 해당하는 열에 대해 각 행의 에지 합 계산 

6:      에지 합이 1인 행의 에지를 보유한 열을 𝐶에서 제거 

7:      4~5과정을 열의 숫자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여 

  𝐶 내에 남아있는 열을 확인 

  남아있는 열이 0개이면 진행, 1 이상이면 1과정부터 반복 

 8:    End For 

 9:  End For 

10: 1~6과정을 만족한 균일 랜덤 순열을 인터리빙에 적용 

 

알고리즘 3.1은 랜덤 순열을 생성하여 해당 랜덤 순열을 

적용하였을 시에 𝑙  이하의 span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가를 stopping 

set의 정의에 따라 확인하는 제한조건을 통해 𝑠𝑝𝑎𝑛(𝐻) >  𝑙을 만족하여 

𝑙이하의 군집 소실을 완벽히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리빙 기법이다. 

위 인터리빙 기법을 활용하면 군집 소실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𝑙 이하의 크기를 갖는 군집 소실은 완벽히 정정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랜덤 소실의 경우에도 𝑠𝑝𝑎𝑛(𝐻) >  𝑙 만 만족하였을 뿐 기존 

배치도 동일하게 균일 랜덤 순열이므로 인터리빙으로 인해 채널에 

발생한 랜덤 소실에 대한 균일 랜덤 순열에 의한 배치로 형태만 다른 

랜덤 소실과 동일하므로 소실 정정 성능에 차이가 없다. 또한 메시지의 

부호화 이후 채널 통과 전 인터리빙을 하며 채널 통과 후 바로 

디인터리빙(de-interleaving)을 하므로 부호에 대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아 부호의 성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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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절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터리빙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리빙 기법이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된다. 이를 위해 주어진 부호의 첫번째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 

발생한 오류가 stopping set의 소실에 의한 오류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으며, 확인 결과 최초에 발생하는 오류는 모두 stopping set의 

소실로 인한 오류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목표로 하는 군집 소실 

정정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특별한 채널 환경을 설정하였다. 

군집 소실의 크기는 소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시점과 종점 사이에서의 소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군집 소실 발생시에 최악의 상황은 소실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모든 비트에 대해 소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본 논문에서 

진행한 연구는 정해진 크기 이하의 모든 군집 소실에 대한 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모든 비트에 

소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군집 소실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하였으며, 어떤 위치에서 발생한 군집 소실에 대해서도 정정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채널 환경을 설정하여 

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와 같은 채널 환경을 단일 군집 

소거 채널로 정의한다. 

 

1. 채널을 통과한 부호어는 반드시 연속된 𝑒 개의 군집 소실을 

가진다. 

2. 부호 길이가 𝑛인 같은 부호에 대해(인터리버 적용시 제한조건을 

만족한 인터리버에 대해) 𝑛 − 𝑒 번 반복하여 통과시키며 최초 

발생하는 군집 소실은 첫번째 비트에서 시작하고, 반복 

시행시마다 군집 오류의 시점을 1씩 우순환(right cyclic-

shift)시킨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단일 군집 소거 채널에 대해 동일한 부호의 

동일한 인터리버를 적용하여 𝑛 − 𝑒번 실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군집 

소실의 최악의 상황을 대상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성능평가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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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과에서 𝐻 , 𝐻 는 인터리빙을 적용하지 않은 베이스 행렬과 

확장한 행렬을 의미하며, 𝐻 , 𝐻′ 은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7]으로 

인터리빙을 적용한 베이스 행렬과 그를 확장한 행렬을 의미한다. 𝐻 은 

조건 랜덤 인터리버를 적용하여 확장한 행렬을 의미한다. 

 

[표 3-1] 𝑠𝑝𝑎𝑛(𝐻 )와 𝑠𝑝𝑎𝑛(𝐻′ ), 

[정리 3.3]에 따른 𝑠𝑝𝑎𝑛(𝐻 )의 상한선 

부호율 𝑠𝑝𝑎𝑛(𝐻 ) 𝑠𝑝𝑎𝑛(𝐻 ) 
𝑧 = 24의 경우 

𝑠𝑝𝑎𝑛(𝐻′)의 상한선 

1/2 3 12 288 

2/3𝐴 4 6 144 

3/4𝐴 2 4 96 

5/6 2 3 72 

 

IEEE 802.16e standard에서 제시하는 패리티 검사 행렬과 이를 

기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부호율 1/2와 2/3에서의 최적화된 

베이스 행렬 인터리빙 순열을 적용하여 확장한 부호, 조건 랜덤 

인터리빙을 적용하였을 때 span을 비교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𝑧 = 24에서 각 알고리즘 별 span 비교(부호율 1/2, 2/3𝐴) 

부효율 𝑠𝑝𝑎𝑛(𝐻) 𝑠𝑝𝑎𝑛(𝐻’) 𝑠𝑝𝑎𝑛(𝐻 ) 

1/2 72 252 251 

2/3𝐴 96 137 156 

 

가장 낮은 부호율인 1/2에서는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호율 2/3에서는 베이스 행렬 인터리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의 한계선보다 10% 이상 높은 정정 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부호율을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조건 랜덤 인터리빙을 적용한 span을 [표 3-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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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조건 랜덤 인터리빙 적용 여부에 따른 span 비교 

부효율 

𝑧 = 24(최소 확장계수) 

부호 길이 𝑛 = 576 

𝑧 = 96(최대 확장계수) 

부호 길이 𝑛 = 2304 

𝑠𝑝𝑎𝑛(𝐻) 𝑠𝑝𝑎𝑛(𝐻 ) 𝑠𝑝𝑎𝑛(𝐻) 𝑠𝑝𝑎𝑛(𝐻 ) 

1/2 72 251 287 981 

2/3𝐴 96 156 383 621 

3/4𝐴 47 109 191 433 

5/6 42 72 186 276 

 

성능 평가 결과 비교적 부호율이 낮은 1/2의 경우에는 조건 랜덤 

인터리빙의 적용이 기존 제안된 𝐻 의 인터리빙 적용과 거의 동일한 

군집 오류 정정 능력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높은 부호율을 가진 부호에 

적용할수록 성능의 향상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호율 

2/3𝐴와 3/4𝐴에 대해서는 매우 큰 성능 향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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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논문은 IEEE 802.16e WiMAX standrad에 적용하여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랜덤 인터리빙 기법에 대한 제안을 

다루고 있다. Protograph 기반 LDPC 부호의 특성을 확인하고 군집 

소실이 stopping set에 대한 제어를 통해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리버에 적용할 순열을 찾기 위해 랜덤한 순열을 

생성하되 순열에 대해 주어진 크기에 대해 완전한 군집 소실 정정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한조건을 둠으로써 그를 만족시켜 결정된 

순열로의 인터리빙은 군집 소실에 대해 강한 정정 능력을 갖게 되어 

군집 소실이 발생하는 채널 환경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성능 평가는 기술한 것처럼 군집 소실에 대한 

정의를 만족하는 경우 중의 최악의 상황인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모든 

비트에 대한 소실을 대상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성능 

평가시의 채널 환경은 단일 군집 소실 채널이라는 채널을 정의하고 해당 

채널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였지만 이는 제한조건을 만족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오류, 즉 여러 개의 군집 오류가 발생한 상황도 결국 

하나의 군집 소실로 보았을 때에 제한 조건 내에서라면 완벽히 정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인터리빙 기법은 군집 소실에 대한 

정정 능력의 향상만을 목표로 연구된 내용임에도 채널 환경이 랜덤 

소실이 발생하는 채널이라 가정할 때 발생한 랜덤 소실에 대한 랜덤 

인터리빙은 인터리빙이 없이 랜덤 소실이 발생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리빙을 적용하더라도 랜덤 소실에 대한 성능 열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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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ained Random Interleaving 

of LDPC Codes for Burst Erasur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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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eaving is a technique for making forward error 

correction(FEC) more robust with respect to burst errors. This 

thesis includes the contents written below. The characteristics and 

the burst erasure correction capability analysis of the low-density 

parity-check(LDPC) codes used for IEEE 802.16e WiMax standard 

are given. And the interleaving technique to improve the burst 

erasure correction capability of the LDPC codes is also given. 

Protograph based quasi-cyclic LDPC codes which construct the 

parity check matrix by the expansion of given base matrix are used 

in the standard. Improvement of the burst erasure correction 

capability by base matrix interleaving which has upperbound in 

improving erasure correction capability determined by the 

basematrix is proposed before[7]. Therefore the interleaving 

technique for improving burst erasure correction capability above the 

upperbound is proposed in this thesis.  

Keywords : Burst erasure, interleaver, low-density parity-

check(LDCP) codes, stopping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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