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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탁월한 에러 정정 능력으로 인해 최근 통신 표준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low-density parity-check(LDPC) 코드 

중, quasi-cyclic LDPC(QC-LDPC) 코드는 복호기 복잡도가 비교적 낮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QC-LDPC 코드의 복

호기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블록 중 하나가 여러 가지 크기의 rotation을 수행할 수 있는 multi-size circular 
shifter(MSCS)이다. MSCS의 여러 구현 방법 중 많이 사용되는 Benes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MSCS 동작에는 효율적

이나 rotation 크기 등의 특징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Benes 네트워크의 제어 신호 생성을 수정

하여서 rotation 크기 특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제어 신호 생성법을 IEEE 802.16e WiMAX 표
준의 QC-LDPC 코드 복호기에 적용하여, MUX의 개수를 줄이고 지연 시간을 단축하였다.

ABSTRACT 

One of various low-density parity-check(LDPC) codes that has been adopted in many communication standards due 
to its error correction ability is a quasi-cyclic LDPC(QC-LDPC) code, which leads to comparable decoder complexity. 
One of the main blocks in the QC-LCDC code decoder is a multi-size circular shifter(MSCS) that can perform various 
size rotation. The MSCS can be implemented with many structures, one of which is based on Banes network. The 
Benes network structure can perform the normal MSCS operation efficiently, but it cannot use the properties coming 
from specifications like rotation sizes. This paper proposesd a scheme where the Benes network structure can use the 
rotation size property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control signal generation. The proposed scheme is applied to the 
MSCS of IEEE 802.16e WiMAX QC-LDPC decoder to reduce the number of MUXes and the critical path delay.

키워드 :  LDPC 복호기, QC-LDPC 복호기, cyclic-shifter, multi-size circular shi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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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Low-density parity-check(LDPC) 코드는 현대의 통

신 표준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에러 정정 코드 중 

하나이다. 70년대에 개발되었으나[1] 그 때 당시에는 

복호기를 구현하기에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구

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구조적으로 코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법들도 연구되었다.
LDPC 코드는 패리티 검사 행렬에서 대부분의 행렬 

요소들이 0인 코드를 말하며, 이 행렬에서 1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에러 정정 능력과 부호기/복호기 복

잡도가 달라진다. 에러 정정 능력 면에서 보았을 때는 1
을 랜덤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으나 복호기의 복잡도가 

크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1을 일정한 패턴으

로 배치하면 복호기의 복잡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에러 

정정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을 고려하여 패리티 검사 행렬이 어느 

정도는 규칙적이면서도 에러 정정 능력은 random 코드

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발된 것이 quasi-cyclic 
LDPC(QC-LDPC) 코드이다[2]. QC-LDPC 코드에서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같은 크기의 정방형의 하위 행렬들

로 나누고, 하위 행렬들을 0 행렬이거나 단위 행렬을 

cyclic shift한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때 cyclic shift
하는 양을 랜덤하게 선택함으로써 랜덤 코드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QC-LDPC 코드를 복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를 cyclic shift(즉 rotation)하는 회로가 필요하다. 기존

에도 rotation  회로는 많이 연구되었으나, QC-LDPC 코
드에서 요구하는 rotation 회로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rotation 회로는 rotation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일정한 반면에, QC-LDPC 
코드에서는 하위 행렬의 크기에 따라 데이터의 개수

가 바뀔 수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IEEE 802.16e 
WiMAX에서 사용되는 QC-LDPC 코드를 복호하기 위

해서는 rotation 회로가 다루는 데이터의 개수가 96, 92, 
88, ..., 24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rotation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바뀔 수 있는 rotation 회로를 multi-size circular shifter 
(MSCS)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는 MUX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3], 여러 

개의 barrel rotator를 사용하거나[4,5], Benes 네트워크

를 사용해서[6,7] 구현해 왔다. 이 중 Benes 네트워크는 

적은 개수의 MUX 만으로도 데이터의 순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여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Benes 네트워크는 모든 종류의 순열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MSCS와 같이 특수한 몇 개의 동작만 

필요한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통신 표준

에서 규정하는 QC-LDPC 코드들은 하위 행렬의  크기

가 일정한 규칙을 가질 수도 있으나, Benes 네트워크에

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Benes 네

트워크의 제어 신호 생성법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IEEE 802.16e WiMAX의 QC-LDPC 코드 복호기에 대

해 효율적인 MSCS를 구현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MSCS의 기본 동작에 대해 살펴 본 뒤 기존의 구조들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 개선된 구조를 제안하고, 4장
에서 기존 구조와 비교한 뒤,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Multi-size circular shifter와 Benes 

네트워크

2.1. Multi-size circular shifter (MSCS)

QC-LDPC 코드의 복호기에서 요구되는 MSCS는 기

본적으로 rotation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모든 입력 

데이터를 ro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 정보 z를 입력

받아서 z개의 데이터만 rotation한다. 수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 N개의 입력 데이터를 (a[0], a[1], ..., 
a[N-1])로, rotation하는 양을 s로 표기할 때, 출력 데이

터 (o[0], o[1], ..., o[z-1])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or ≦  
 for  ≦               (1)

입력 데이터 중 z개의 데이터만 rotation되어 출력되

므로, 출력 데이터 중 나머지 데이터 (o[z], o[z+1], ..., 
o[N-1])는 출력값이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입력 데

이터의 개수 N은 가능한 z 값들 중 최대인 것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써, IEEE 802.16e WiMAX의 경우에

는 N=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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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enes network를 이용한 MSCS 구조

앞 절에서 설명한 MSCS를 구현하는 구조 중 하나

로  Benes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구조에 대해 많이 연구

되어 왔다. Benes 네트워크는 입력 데이터의 순서를 임

의로 바꿀 수 있는 회로 구조로써, 입력 데이터의 개수

가 N개일 때, 그림 1과 같이 재귀적으로 정의될 수 있

다[8]. 입력 데이터는 N/2개의 2x2 스위치를 거친 뒤,  
크기가 N/2인 두 개의 하위 Benes 네트워크로 처리되

고, 그 출력은 다시 N/2개의 2x2 스위치를 거쳐 최종 

출력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2x2 스위치는 그림 2와 같

이 두 개의 MUX로 이루어진 회로이며 제어신호에 따

라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BAR 상태) 출력하거나 서로 

바꾸어서(CROSS 상태) 출력한다.

그림 1. Benes 네트워크

Fig. 1 Benes network
 

그림 2. 2x2 스위치

Fig. 2 2x2 switch 

그림 1의 구조를 분석하면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N인 Benes 네트워크는, N이 2의 지수승일 때 

log개의 2x2 스위치, 즉 log
개의 MUX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3은 N=8인 Benes 
네트워크로써 20개의 2x2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N=8인 Benes 네트워크

Fig. 3 Benes network with N=8

Benes 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입력 데

이터에 대해 모든 순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나, 그에 맞춰 2x2 스위치의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것

은 쉽지 않다. QC-LDPC 코드의 복호기에 요구되는 

MSCS 동작을 수행하는 제어 신호 생성에 대해서는 논

문 [6,7]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첫 번째 열은 z와 s에 대한 경우들을 기술

한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열은 그 각각의 경우들에 대

해 입력단의 2x2 스위치와 출력단의 2x2 스위치에 대

한 제어 신호를 기술한 것이다. 2x2 스위치에 0~N/2-1
의 번호가 차례로 붙어있다고 가정했고 표에서는 그 

번호를  j로 표기했다.

표 1. MSCS 동작을 위한 스위치 제어 신호

Table. 1 Switch control signal for MSCS function

Cases Input switch Output switch
z: even
s: even BAR for all j BAR for all j

z: even
s: odd BAR for all j CROSS for j<z/2

BAR o.w.
z: odd
s: even

BAR for j<(z-s-1)/2
CROSS o.w.

BAR for j<(z-1)/2
CROSS o.w.

z: odd
s: odd

BAR for j<(z-s)/2
CROSS o.w. CROSS for all j

그리고 그림 1에서와 같이 두 개의 하위 Benes 네트

워크에 대해 z와 s를 새로 정의해 주어야 한다. 이 값들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된다[7]. 새로운 z와 s를 z’과 

s’으로 표기할 때 위쪽의 Benes 네트워크의 z’과 s’은 

아래와 같으며

′  ⌊⌋ ′  ⌊⌋              (2)

아래쪽의 Benes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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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2)과 (3)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논문 [7]에 기

술되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Benes 네트워크는 N이 2의 지수승

인 것을 가정하고 기술하였으나 QC-LDPC 코드에 따

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IEEE 802.16e 
WiMAX의 경우에는 N=96이므로 2의 지수승이 아니

다. N=96인 경우에  그림 1의 구조를 재귀적으로 적용

하면 결국에는 세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Benes 네트

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3x3  
스위치를 도입한 구조도 제안되었다[7].  3x3 스위치는 

세 개의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순서를 바꾸어 출력하

는 회로로써 그림 4와 같이 세 개의 2x2 스위치로 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3x3 스위치를 도입하면 ×

인 경우에 그림 5와 같이 3x3 스위치가 가운데 배치되

고 그 앞과 뒤에 2x2 스위치들이 각각 p단씩 배치된 

Benes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MUX의 개수를 계산하면, 2x2 스위

치들이 N/2개 씩 2p단 있으므로 2x2 스위치들에 사용

되는 MUX의 총 개수는 ×××  이

다. 이 식에서 w는 입력 데이터의 폭이다. 3x3 스위치

는 N/3개가 필요하므로 3x3 스위치들에 사용되는 

MUX의 총 개수는 ××  이다. 그러므로 

MUX의 총 개수는  이다.

그림 4. 3x3 스위치[7]
Fig. 4 3x3 switch[7]

그림 5. N=12인 Benes 네트워크[7]
Fig. 5 Benes network with N=12[7]

Ⅲ. 제안하는 구조

Benes 네트워크는 모든 종류의 permutation을 수행

하기에는 효율적인 구조이나, MSCS와 같이 일부분의 

permutation을 수행할 때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QC-LDPC 복호기에 사용되는 MSCS에서는 rotation할 

데이터의 개수 등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은데, Benes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이용

한 최적화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더 많

은 개수의 출력단의 2x2 스위치들이 BAR 상태에 있도

록 표 1에서 기술된 제어 신호 생성을 바꾼다. 그림 1에
서 입력단에 있는 모든 스위치들에 대해 BAR는 

CROSS로, CROSS는 BAR로 바꾸면, 원래는 위쪽의 

하위 Benes 네트워크로 들어갈 데이터들은 아래쪽으

로 가게 되고, 아래쪽의 Benes 네트워크로 들어갈 데이

터들은 위쪽으로 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출력단에 있

는 모든 스위치들에 대해 BAR는 CROSS로, CROSS는 

BAR로 바꾸면, 원래는 위쪽의 하위 Benes 네트워크에

서 온 데이터가 출력될 곳으로는 아래쪽에서 온 데이

터가 출력되고, 아래쪽의 Benes 네트워크에서 온 데이

터가 출력될 곳으로는 위쪽에서 온 데이터가 출력된

다. 즉 입력단과 출력단에 있는 모든 2x2 스위치에 대

해 제어 신호를 반대로 바꾸어도 동작은 같다는 것이

다. 물론, 이 경우에 위쪽과 아래쪽의 Benes 네트워크

가 서로 바뀌는 셈이므로 z’과 s’의 생성도 서로 바꿔줘

야 한다.

표 2. 개선된 스위치 제어 신호 1
Table. 2 Improved switch control signal 1

Cases Input switch Output switch

z: even
s: even BAR for all j BAR for all j

z: even
s: odd CROSS for all j BAR for j<z/2

CROSS o.w.

z: odd
s: even

BAR for j<(z-s-1)/2
CROSS o.w.

BAR for j<(z-1)/2
CROSS o.w.

z: odd
s: odd

CROSS for j<(z-s)/2
BAR o.w. BAR for all j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더 많은 개수의 출력단 스

위치가 BAR 상태가 되도록 제어신호를 바꾸면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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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에서 제어 신호를 바꾼 경우를 음영으로 표시

하였다.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z’과 s’을 계산하는 식 

(1)과 (2)의 계산을 서로 바꿔 줘야 한다.
이제 표 2에서 세 번째 열에 있는 z가 짝수, s가 홀수

인 경우에 대해 더 분석을 하면 출력단의 모든 스위치

를 BAR 상태로 해도 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의미 있는 출력(즉, o[0], o[1], ..., o[z-1])는 첫 z/2개의 

2x2 스위치에서 나온다. 
즉 나머지 2x2 스위치는 실제 동작과는 상관없는 데

이터를 출력하며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제어되어도 동

작과 상관없다. 표 2의 세 번째 행에서 출력단 스위치 

중 CROSS 상태인 스위치들이 바로 이 상관없는 스위

치들이며 따라서 이들을 모두 BAR 상태로 바꾸어도 

MSCS 기능에는 문제없다.
같은 방식을 표 2의 네 번째 행에도 적용하면, 의미

있는 출력 데이터는 첫 (z+1)/2개의 2x2 스위치에서 나

오고, 나머지 2x2 스위치들의 동작은 상관없다. 이 상

관없는 스위치들을 모두 BAR 상태로 바꾸면 j=(z+1)/2
인 2x2 스위치만 CROSS 상태이면 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개선된 스위치 제어 신호 2
Table. 3 Improved switch control signal 2

Cases Input switch Output switch

z: even
s: even BAR for all j BAR for all j

z: even
s: odd CROSS for all j BAR for all j

z: odd
s: even

BAR for j<(z-s-1)/2
CROSS o.w.

CROSS for j=(z+1)/2
BAR o.w.

z: odd
s: odd

CROSS for j<(z-s)/2
BAR o.w. BAR for all j

표 3을 관찰하면 출력단 스위치는 대부분 BAR 상태

이고 z가 홀수일 때만 CROSS로 제어되어야 하는 경우

가 생긴다. 즉 만일  z가 항상 짝수로 주어진다면 출력

단 스위치는 항상 BAR상태이므로 스위치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IEEE 802.16e WiMAX의 QC-LDPC 

코드에 대한 복호기가 사용할 수 있다. 이 QC-LDPC 
코드에 있어서 z는 96, 92, 88, ..., 24로써 항상 4의 배수

이다. 즉 그림 1과 같은 구조에서 최상위 Benes 네트워

크로 입력되는 z는 항상 4의 배수이고 따라서 출력단 

스위치는 항상 BAR 상태이다. 따라서 출력단 스위치

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상위 Benes 네트워크에서 사용된 하위 

Benes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z는 항상 짝수이다. 최상

위 Benes 네트워크의 z가 항상 4의 배수이므로 식(1)과 

(2)에 따르면 그 하위 Benes 네트워크로 입력되는 

z’=z/2은 항상 2의 배수가 된다. 그러므로 최상위 Benes 
네트워크의 하위 Benes 네트워크에서도 출력단 스위

치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 
Benes 네트워크를 그림 3과 같이 풀어 헤쳐서 보면 

가장 뒤에 있는 두 열의 2x2 스위치들을 제거하는 것이

므로 2wN개의 MUX를 제거하게 된다. ×인 

경우에 필요한 MUX의 개수가 원래는 이
었으므로, p=5인 IEEE 802.16e WiMAX의 경우에는  

≃ 만큼 MUX 개수가 줄어들

게 된다. 더불어 두 열의 2x2 스위치가 줄어들므로 그 

만큼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Ⅳ. 실험 결과

기존의 구조와 새로 제안한 구조를 RTL 수준에서 기

술한 뒤, 0.18 ㎛ 공정에서 Synopsys사의 DesignCompiler
로 합성하였다. RTL 수준의 설계는 NC-Verilog로 시뮬

레이션하여 검증하였다. 
IEEE 802.16e WiMAX의 QC-LDPC 코드 복호기에

서 사용되는 MSCS에 적용하여 비교하였고, 입력 데이

터의 폭은 8bit를 가정하였다.

표 4. 기존 Benes 네트워크와 제안하는 방식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between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proposed method for the fig. 3 structure

 Conventional Proposed

Area (㎛2) 312607.84 270504.10

Area (Gate count) 31326 27107

Delay (ps) 9.22 7.71

합성 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비교 항목은 면적

(㎛2과 2-input NAND 기준 게이트 카운트)과 지연 시간

으로써 DesignCompiler에서 산출한 값이다. 기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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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논문 [7]에서 제안된 구조이다. 
표에 따르면 면적이 약 13.5%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제어 신호의 최적화를 통해 두 단의 2x2 스
위치들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어 신호 생성

이 더 복잡해져서 이론값(16.7%)보다는 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스위치 제거를 통해 지연 시간도 줄어들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1의 마지막 행에 따르면 지연 시간이 

약 16.4% 정도 줄어들었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QC-LDPC 코드의 복호기에서 사용되

는  Benes 네트워크 기반의 MSCS 회로가 스위치 제어 

신호 최적화를 통해 면적이 작으면서도 고속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enes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용하

여 출력단의 스위치는 되도록 BAR 상태가 되도록 하였

으며, 이렇게 하면 특수한 조건을 만족할 때 스위치의 

일부가 항상 BAR 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이용

하여 스위치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면적과 고속을 

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6e WiMAX 표준에만 적

용하였으나, 다른 표준의 QC-LDPC 코드 복호기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LTE나 5G에서 사용되

는 LDPC 코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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