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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lots of researches for High Performance Digital Signal Processing performance 

enhancement on a GPU(Graphic Processor Unit). These kinds of parallelizing can enable massive signal 

processing, so we can have advantage's of processing various of signal processing standards with GPU. In 

this paper we introduce Low Density Parity Check(LDPC) which is one of the Foward Error 

Correction(FEC). And we have achieved computational time reduce by using CUDA as a parallelizing 

scheme.

1.  서  론

 열차는 정시 운행과 대량 수송의 특징으로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는 필수이며, 근래 들어 열차 운행의 

고속·고밀도화 추세에 따라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고속·고밀도화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 오래 전부터 철도선진국에서는 차상신호방식을 채택하여 신호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유럽 대륙에서는 차상신호를 바탕으로 하는 단일화된 신호시스템의 구축에 이르

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을 중심으로 차상신호 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부고속전철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차상신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고, 이제는 철도망 전체에 대하여 차상신호 방식으

로의 개량을 추진하게 되었다.

 열차 및 자동차 신호 시스템은 과거에는 계전기 및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하여 구성하였으며, 현재의 

신호시스템은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에 있다. 신호시스템의 자동 열차제어장치, 열차집중장치와 같은 장치는 안전에 특히 민감하기 때

문에 시스템 결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오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결함 포용 특성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부 고속철도 자동열차제어장치와 연동장치의 안전도는 대 재해에 해당하는 에러

는 5,000년에 한번이며, 치명적인 고장은 200년에 한번으로 정의되어 있는 등 신호제어시스템은 상당

히 높은 안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 된다. 따라서 신호시스템의 제어장치는 에러내성 성능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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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수적이다.

 에러 내성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이중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이중화와 이 방법들

을 합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과거의 에러내성 기술은 각 부품과 시스템 보드의 이중

화를 통해 수동적으로 오류가 발생 할 경우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능을 복구하는 정도의 기술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도체 직접 기술 증가와 다양한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오류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게 될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는 차세대 방송 표준 및 이동통신 

표준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오류 정정 부호 중에 하나이다. LDPC 코드는 1962년 Gallager에 의해 처

음 제안된 block code의 일종이다.[1] 하지만, 논문 발표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복호의 복잡도로 인해 

구현이 불가능 하여 실용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Mackay와 neal에 의해  Gallager의 방

식이 간단한 확률적 복호방법에 의해서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발견하여 주목받게 되었다.[2][3] 또

한, 연산 알고리즘을 한 반복 복호 과정을 완전히 병렬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호 속도가 빠르다

는 장점도 있다.[1] 이러한 이유로 차세대 이동통신용 채널 코딩으로 LDPC code가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유럽 방식 고화질 위성방송용 규격인 DVB-S2규격[4]과 중국방식의 CMMB[5]등 다양한 이동형 

방송 표준에서도 LDPC Code를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그래픽 처리장치(GPU)의 강력한 처리 능력을 활용하여 컴퓨팅 성능을 크게 개선 시

켜주는 NVidia사의 병렬 컴퓨팅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제안된 LDPC를 외부 HW의 도움이 필요없이 

GPU와 CPU만을 이용하여 복호화 하는 과정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통해 표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실험을 통해 증명 하였다.

2.  본  론

2.1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LDPC 부호는 Gallager가 제안한 선형 블록 부호로써, Tanner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패리티 검사 

행렬 H로 정의된다. Tanner 그래프는 LDPC 부호를 일반화하여 표현한 이분(bipartite) 그래프이며 비

트노드(Bit-Node)와 체트노드(Check-Node), 에지(edge)로 이루어진다. 에지는 H 행렬의 원소가 1인 

행을 인덱스로 가지는 비트노드와 열을 인덱스로 가지는 체크노드 사이에 존재한다. 간단한 선형 블록 

부호인 (8,4) 해밍 부호에 대한 H행렬과 Tanner 그래프의 예를 그림1과 그림2에 보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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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PDC H 행렬의 예제

 LDPC 부호는 Tanner 그래프 상의 비트노드와 에지로 연결된 체트노드 사이에 확률값을 가진 메시

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신뢰성 있는 확률값을 가지도록 하는 메시지 전달 알고리즘을 사용해 복

호한다. LDPC 복호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LLR-BP(Log Likelihood Ratio - Belief Propagation),  

UMP-BP (Uniformly Most Probable), Modified UMP-BP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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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태너 그래프의 예제

(1) LLR-BP

 LLR-BP에서는 체크노드 연산에서 식(1)과 같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구현에 많은 

어려움 있다.

         (1)

 비트노드 연산에는 식(2)와 같이 덧셈 연산으로만 구현이 가능하다.

           (2)

(2) UMP-BP

 UMP-BP 알고리즘은 LLR-BP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LLR-BP 알고

리즘에 비해 약 1dB 정도의 성능 저하를 보이지만 최소값을 찾아 연산을 하므로 복잡도가 상당히 줄

어들게 된다.

       (3)

(3) Modified UMP-BP

 Modified UMP-BP 알고리즘은 LLR-BP 알고리즘과 UMP-BP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UMP-BP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LLR-BP 알고리즘과 UMP-BP알고리즘

의 차이는 체크노드 연산을 구하는 방법에 있다. 과 을 비교해 보면 둘의 부호는 같고 

크기는 항상 이 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표준화 인수 를 이용하여 값을 보정 하여 준다.

      (4)

 이러한 값은 매 반복 복호 때마다 또한 SNR값이 변함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만 값에 의해 가장 많

은 영향을 받는  ~   BER  사이에서의 SNR 값에 대응하는 값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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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소개

  

그림 3. GPU 구조

그림 4. 쓰레드 블록의 그리드

 
 CUDA는 GPGPU 개발방법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NVIDIA에서 최초로 GPGPU를 제안한 Mark 

Harris와 수석 과학자 David Kirk 박사가 공동 개발한 GPGPU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이

다. CUDA의 장점은 C 표준 컴파일러의 확장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C/C++에 익숙한 개발자는 쉽

게 CUDA 개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CUDA는 GPU 하드웨어의 개발속도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드웨어 개발단계에서 과학자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고 있다. Double Precision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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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류보정, Shared Memory Size의 증가는 게임을 위한 그래픽카드의 성능 향상에는 큰 의미가 없

지만, CUDA 개발자에게는 중요한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개발에 반영 되어져 있다. 

 그림 3. 는 nvidia 8800gtx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Multiprocessor의 수는 16개가 있으며 각 

Multiprocessor 안에는 8개의 SP가 존재하여 총 128개의 SP가 존재 한다. 각 SP마다 Block과 

Tread를 할당하여 동시에 Data를 처리 할 수 있다. 하지만, CPU와 GPU간의 메모리를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GPU에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PU의 주 메모리에서 자료를 복사하여 한

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복사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4. 는 Block과 Thread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커널함수는 각 Thread에서 한번씩 실행된다. 

Block(1,1)에 12개의 쓰레드가 있고 Grid에 6개의 Block이 있으면 함수는 총 72번 실행 되게 된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threadidx와 blockidx를 통해Thread의 Index와 Block의 Index를 확인하여 수

행에 필요한 Index를 확인 할 수 있어 병렬화를 진행 시킬 수 있다.[8-9]

3.  실험

3.1 실험 환경

  본 실험의 환경은 Host PC기반 Intel Q6600(Quad Core CPU) , 4GB DDR2 Ram, Windows XP 

ServicePack 3(32bit)을 사용하였고, C Compiler는 MS visual studio 2005를 사용하였다.  GPU 기

반은 nvidia GT 8800, Memory 512 MB, Cuda v2.3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구조가 LDPC의 고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BER Performance를 측정

하여 확인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기존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BER Performance가 동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 [7]제안된 LDPC코드, 최대 반복 50일 경우. SNR 대 BER 성능 그래프

 그림5은 [7]제안된 부호를 이용하여 SNR 대비 BER 성능을 측정 한 것이다. CUDA를 적용하여 성능

을 측정 하였을 경우에도 성능 저하는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은 CUDA를 적용한 경우 시뮬

레이션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표시 하였다. CUDA를 사용하였을 경우 성능 향상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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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시뮬레이션 소요 시간 비교 ([7], 10000 Frame)

 [7] Second

Before After

1 2313 355 

1.5 1603 260

2 1210 197

2.5 972 157

3 801 132 

3.5 667 93 

4 571 80 

4.5 491 71 

5 429 61 

5.5 377 55 

6 33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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