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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신하기 위한 

ECC (Error Correction Code) 복호화 연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U가 내장된 임베디드 시스

템에서 해밍 코드를 사용하여 ECC 복호화를 할 때, 신드롬 벡터를 계산하는 연산의 수행을 가속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가속화 방법은, 복호화 연산의 행렬-벡터 곱셈이 희소 행렬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 중 하나인 CSR 
(Compressed Sparse Row) 형식을 사용하고, GPU의 CUDA 커널에서 병렬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GPU가 내장된 실제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였고, 결과는 GPU 기반으로 가속된 ECC 복
호화 연산이 CPU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행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size of data used in an embedded system increases, the need for an ECC decoding operation to 
robustly receive a massive data is emphasiz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ccelerate the execution of 
computations that derive syndrome vectors when ECC decoding is performed using Hamming code in an embedded 
system with a built-in GPU. The proposed acceleration method uses the matrix-vector multiplication of the decoding 
operation using the CSR format, one of the data structures representing sparse matrix, and is performed in parallel in the 
CUDA kernel of the GPU. We evaluated the proposed method using a target embedded board with a GPU,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execution time is reduced when ECC decoding operation accelerated based on the GPU than used only 
CPU.

키워드 : GPU 가속, 에러 정정 코드, 해밍 부호, 희소 행렬-벡터 곱

Keywords : Error correction code, GPU acceleration, Hamming code, Sparse matrix-vector multiplication

Received 27 April 2020, Revised 30 April 2020, Accepted 12 May 2020
* Corresponding Author Daejin Park (E-mail:boltanut@knu.ac.kr, Tel:+82-53-950-5548)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lectronic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7.956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GPU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안정적 수신을 위한 ECC 연산의 가속화

957

Ⅰ. 서  론

최근 뉴럴 네트워크 (Neural Network)가 사용되는 영

역의 확장과 더불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더욱 큰 데이터 용량을 가지게 되었다[1]. 
하지만, 여러 개의 에지 디바이스와 이들이 연결된 클라

우드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연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클라우드가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동작해야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게는 클라우드 또는 서버와 송수신하게 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보다 효

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다[2]. 에지 디바이스가 

클라우드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수신할 때 무선 통신

과 같은 에러 발생 확률이 높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외
부로부터의 잡음에 취약하여 원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한다[3]. 따라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쪽의 시스템은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전송되

는 상황에서 높은 에러 발생 확률로 인해 수신된 데이터

에 ECC 복호화 연산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였

다. 이때 GPU가 내장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한정

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GPU를 사용해 

ECC 복호화 연산을 가속하고 수행 시간을 단축하여 기

존의 방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데이터를 에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CC 연산에는 

LDPC (Low-Density Parity-Check) 코드[4], 터보 (Turbo) 
코드[5], BCH[6] 등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BCH나 

LDPC 같이 복잡한 ECC 기법들의 경우 GPU를 사용한 

가속화 방법들이 연구된 바 있다[7-11]. 또한, 하드웨어 

수준에서 DRAM 등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들의 에러

를 검출, 정정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12-14]. 이러

한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ECC 기법인 

해밍 코드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GPU를 사

용해 복호화 연산을 가속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GPU가 내장된 임베

디드 시스템 환경인 NVIDIA TX2 모듈 기반의 타겟 보

드에 구현하여 해밍 코드의 복호화 연산에 걸리는 시간

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ECC 연산의 대상이 되

는 데이터의 양과 에너지 소모, 연산 수행 시간 사이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구현한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실제 타겟 

보드에서 알고리즘을 동작시켜 실행 시간 관점에서 분

석하며 마지막 4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본  론

2.1. 제안하는 구조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전송되

는 환경에서, 해밍 코드를 사용한 에러 검출, 정정 과정

을 GPU로 가속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가정된 상황인 대용량 데이터는 ECC 복호화 과정을 거

치기 전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스템의 버퍼에 모이게 되

고 데이터가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전체 데이터가 해밍 

코드 복호화 과정을 거치게 한다. 해밍 코드의 복호화 

과정은 패리티-체크 행렬과 전송된 코드워드 벡터의 곱

으로 신드롬 벡터를 구하고, 신드롬 벡터의 값에 따라 

에러의 유무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여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호화 과정의 다음 부

분을 GPU를 사용하여 가속하도록 제안한다. 복호화 과

정이 GPU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은 그

림 1과 같다. 송신 단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들에 대해 에

러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해밍 코드 복호화 알고리

Fig. 1 GPU-based Hamming Code Deco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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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적용할 때, 연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패리티-체크 

행렬에 대해 희소 행렬을 나타내는 자료 구조 중 하나인 

CSR 구조를 사용하여 저장한다. 그리고 CSR 형태로 저

장된 패리티-체크 행렬과 코드워드 벡터를 바로 곱할 수 

있는 희소 행렬-벡터 곱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효율

적인 연산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연산들

이 GPU의 각 커널에서 병렬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여 고

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2. 해밍 코드

본 논문에서는 ECC에 사용되는 함수로 해밍 코드를 

선택하였다. 해밍 코드는 데이터에 여러 개의 패리티 비

트를 추가하여 에러의 검출과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코드이다. 데이터 비트의 수가 , 추가되는 패리티 비트

의 수가 일 때 생성되는 코드워드 비트의 수 은 식 (1)
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1)

해밍 코드를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드롬 벡터

를 구해야 한다. 신드롬 벡터 는 식 (2)와 같이 패리티 

체크 행렬 과 코드워드 벡터 의 곱에 2로 나머지 연

산을 취한 결과로 구할 수 있다.

 ∙ (2)

이때 해밍 코드의 코드워드 비트 수 과 데이터 비트 

수 가 같다면 패리티 체크 행렬 은 고정된 원소들을 

가지게 된다. 만약 전송 과정에서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

지 않았다면 신드롬 벡터 의 모든 원소는 0이 된다. 하

지만, 식 (3)과 같이 코드워드 벡터에 오류 가 더해졌

을 때는 신드롬 벡터의 값이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신드

롬 벡터의 값을 보고 에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최소 해밍 거리에 따른 에러 정정 능력 한도에 따라 

임의의 신드롬 벡터값은 특정한 에러의 위치와 1대1 대
응하므로 에러의 위치도 구할 수 있다. 

 ∙ (3)

패리티 비트들의 위치가 2의 거듭제곱 수이므로 신

드롬 벡터의 값이 에러의 위치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해밍 코드의 복호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드롬 벡

터의 계산 과정에서 패리티-체크 행렬과 코드워드 벡터 

곱 연산을 고속으로 진행할수록 전체 ECC 연산 수행 과

정 또한 고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희소 행렬-벡터 곱

본 논문에서는 해밍 코드 복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행렬-벡터 곱 연산에 대해 CSR 형태의 희소 행렬-벡
터 곱 연산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희소 행렬은 행렬의 값이 대부분 0인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아래의 식 (4)는 (15,11) 해밍 코드

의 패리티-체크 행렬 이다.

 
















(4)

위의 행렬에서 0인 원소들이 점유하는 비율은 46.7%
로 는 0의 값을 가지는 원소가 많은 희소 행렬의 특징

을 보인다. 이러한 희소 행렬을 CSR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CSR 형태로 행렬을 나타내게 되

면 하나의 행렬이 3개의 벡터로 변환된다. 각 벡터는 희

소 행렬을 이루고 있는 0이 아닌 원소들의 값을 가지는 

행렬  , 0이 아닌 원소들의 열의 값을 가지는 행렬 

 , 각 행마다 존재하는 0이 아닌 원소들의 수가 압축

되어 저장된  벡터이다. 만약 행렬의 크기가 ×  
이라고 할 때, 각 벡터의 크기는 식 (5)와 같다.

Fig. 2 Process of Converting Matrix to CSR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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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ventional Matrix-Vector Multiplication Algorithm

 

     (5)
    

 벡터의 첫 번째 원소는 0이다. 두 번째 원소에는 

첫 번째 행에 존재하는 0이 아닌 원소의 수가 저장되며 

순서대로 각각의 행에 존재하는 0이 아닌 원소의 수가 

누적 합의 형태로 저장된다. CSR 형식은 가로, 즉 행의 

순서대로 재정렬하는 형식이므로 벡터에서 행 단위로 

정보가 분리된다. CSR 형식에서 행하는 희소 행렬-벡터 

곱 연산은 다시 행렬의 형태로 바꿀 필요가 없이 벡터들

만으로 곱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행렬-벡터 곱 연산 방식은 그림 3의 알고리즘

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크기가 ×인 행렬 를 

×  크기의 벡터 와 곱하여 같은 크기의 벡터 를 

얻는 식 (6)과 같은 과정이다.

  (6)

의 번째 행의 1부터 까지의 원소들은 의 1부
터 까지의 원소들과 1대1로 곱해져서 에 누적되

어 더해진다. 그리고 번째 행의 탐색이 모두 끝나면 출

력 벡터 의 번째 원소에 그 값을 저장함으로써 하나의 

행 계산이 끝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벡터를 계산하

게 되면 곱셈 연산이 번, 덧셈 연산이 번 
수행된다.

반면 CSR 형식을 사용한 희소 행렬-벡터 곱 연산 방

식은 그림 4의 알고리즘으로 나타난다. 행렬 가 3개의 

벡터   로 변환되었다. 각 크기는 식 (5)와 같

다. 입력되는 벡터 와 출력 벡터 는 같다. 의 값은 

값에 따른 와  
의 곱이 누적되어 더해진 값이다. 

이때  
은 각 원소의 열 정보를 가지는 행렬 의 위

치를 한 번 참조하여 기존 행렬의 데이터 과 곱해질 

입력 벡터 의 위치를 찾는다. 

2.4. GPU를 이용한 연산 병렬화

대용량의 데이터를 희소 행렬 형식 CSR을 이용하여 

한 번에 행렬-벡터 곱 연산을 할 때,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의 코어를 내장하고 있는 GPU를 이용하여 병렬화시

킴으로써 수행 시간을 가속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용

량의 데이터가 GPU의 수많은 코어에서 병렬적으로 

ECC 연산을 거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GPU를 사용하여 ECC 연산, 해밍 

코드의 복호화 과정을 가속하기 위해 CUDA를 사용하

였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수신 단에서 대용량

의 데이터가 필요할 때 전송 단에서 순차적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신된 데이

터에 대해 CPU에서 지원하는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명령어를 사용하여 해밍 코드 복호화 과

정의 행렬-벡터 곱 연산을 취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

는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 바로 해밍 코드 복호화 연산을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크기의 버퍼에 일차적으로 모은 

뒤,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GPU에서 병렬적으로 연

산을 수행하도록 한다. GPU를 사용하는 경우의 부작용

Fig. 4 Proposed CSR Format Sparse Matrix-Vector 
Multipl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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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호스트 (CPU)와 디바이스 (GPU)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인한 메모리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우, ECC 연산의 대상이 되는 코드워

드 데이터들을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복사하는 과정

과 신드롬 벡터를 구하는 ECC 연산이 모두 끝난 데이터

들을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다시 복사해오는 과정이 

오버헤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헤드

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병렬로 쌓아 연산에 

드는 수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CSR 형식의 희소 행렬-벡터 곱 연산을 CUDA 커널

로 구현할 때는 스칼라 방식으로 연산이 분배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그림 5는 GPU의 블록과 스레드 구성에 

따른 연산 배치를 나타내었다. GPU의 커널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모여 블록을 이루고 블록이 모여 그리드를 이

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CSR 형식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벡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단위가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연산마다 

하나의 스레드에 할당되도록 하였고, 이를 대용량 데이

터의 경우로 확장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의 수에 따라 

스레드가 할당된다. 

Fig. 5 Operation Assignment based on GPU Thread 
Configuration

Ⅲ. 실  험

제안하는 GPU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ECC 연산 가속

화를 구현하기 위해 표 1의 사양을 가진 NVIDIA Jetson 

TX2를 타겟 보드로 사용하였다. 표 1은 타겟 보드의 

GPU, CPU, 메모리의 사양을 나타낸다. 또한, 타겟 보드

는 Ubuntu 16.04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동작 속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그림 6은 실제 실험에서 타겟 보드로 사용한 

NVIDIA Jetson TX2이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NVIDIA Jetson TX2

Parameters Specifications

GPU 256-core Pascal

CPU Quad-Core ARM Cortex A57
Dual-Core NVIDIA Denver 2

Memory 8GB 128-bit LPDDR4 59.7GB/s

Fig. 6 Target Board (NVIDIA Jetson TX2)

실험은 CPU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ECC 연산 동작 속

도와 GPU를 사용한 경우의 ECC 연산 수행 속도를 비교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CPU만 사용하는 경우의 프

로그램은 C언어로 작성되었으며, 행 단위 연산에 사용

한 SIMD 명령어는 ARM에서 제공하는 NEON 내장 함

수들을 사용하였다.
그림 7에 데이터의 크기를 변경해가면서, CPU를 사

용한 경우와 GPU를 사용한 경우 각 ECC 연산의 수행 

시간을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프로그램의 수

행 시간은 Linux에서 제공하는 gettimeofday 함수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데이터의 크기가 1MB인 경우에는 

CPU를 사용했을 때 0.095초, GPU를 사용했을 때 0.111
초의 수행 시간이 측정되었다. 디바이스 GPU로 메모리

를 복사하고 다시 호스트 CPU로 복사해오는 오버헤드

로 인해 GPU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느리게 수행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5MB, 10MB, 100MB 순으로 데

이터의 크기가 커졌을 때는 수행 시간에서 호스트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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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간의 메모리 복사 오버헤드를 상쇄하는 이득이 

발생하여 GPU의 수행 시간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호스트와 디바이스 사

이에 메모리를 복사하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커지게 

된다. 전체 수행 시간 중에서,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복

사하는 과정, 호스트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정, CUDA 
커널 함수가 동작하는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 추이

를 NVIDIA에서 제공하는 CUDA 프로파일러 nvprof를 

사용하여 그림 8에서 나타내었다. 데이터의 용량이 1MB, 
5MB, 10MB, 100MB 순으로 커질수록, 전체 수행 시간

에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메모리를 복사하는 과정

의 비율이 16.7%, 49.6%, 60.5%, 82.8% 순서로 증가하

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메모리를 복사하는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3%, 7.5%, 9.6%, 13.1% 
순서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CUDA 커널 

함수에 드는 수행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80.3%, 
43.9%, 29.9%, 4.1% 순서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감소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

하는 ECC 연산을 GPU로 가속할 때, 커널 함수의 수행

으로 인한 시간보다 데이터의 이동으로 인한 시간 비중

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GPU 기반의 가속화 

방법을 사용할 때,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호

스트와 디바이스 사이의 메모리 오버헤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GPU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내

장된 GPU를 사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ECC 해
밍 코드 복호화 연산의 희소 행렬-벡터 곱 연산을 병렬

적으로 수행하고 전체 연산 과정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UDA를 통해 구현된 GPU의 커널에서 행 

단위의 희소 행렬-벡터 곱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호스트 

CPU와 디바이스 GPU 간의 메모리 교환 오버헤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얻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타겟 보드인 NVIDIA 
Jetson TX2를 사용하여 검증되었으며 CPU만으로 해밍 

코드 복호화 연산을 수행하였을 때에 비해 GPU를 사용

하여 제안하는 방법으로 수행한 결과 걸리는 시간이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제안하는 구조가 

GPU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대용량 데이터의 에

러를 빠르게 검출하고 정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구조

인 것을 확인하였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연산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다. 향후, ECC 연산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수행 시간에서 보는 이득뿐만 아니라, 저전력

으로 시스템이 구동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량 측면

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할 계획이다.

Fig. 8 Percentage of Execution Time Configuration by 
Size of Data

Fig. 7 Execution Time of ECC Operation According to 
Size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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