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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DVB-S2 기반 고속 LDPC 복호를 하기 한 효율 인 CNU(Check Node Update) 계산방식에 해 분석하

다. LDPC의 복호 속도는 CNU 계산 과정에 의존한다. 기존의 CNU 계산방식에서 LUT를 고려한 SP(Sum-Product)방

식은 속도가 늦어지는 단 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C-NMS(Self-Corrected Normalized Min-Sum) 방식을 제안한

다. LUT 연산을 제거한 MS(Min-Sum) 방식에 정규화 계수 ‘ ’를 곱하는 Normalized Min-Sum(NMS) 방식은 MP 방식

보다 성능은 약간 감소하지만 critical path를 없애고 클럭 주기를 일 수 있어 구 에 있어서 고속화를 한 효율 인 
CNU 계산방식이다. 한, 복호과정에서 반복 시 이  반복에서의 엣지 값과 재 반복에서의 엣지 값을 비교하여 부

호가 바 면 신뢰성이 없음을 간주하여 재 엣지에 “0”을 할당하는 SC(Self-Corrected) 방식을 연구하 다. SC-NMS 

방식을 용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 SC-NMS 방식은 SP 방식에 비해 0.1dB의 성능열화를 보 지만, 계산의 복잡도
와 복호 속도를 고려했을 때, SC-NMS 방식이 최 의 CNU 계산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efficient CNU(Check Node Update) algorithms are analyzed for high speed LDPC decoding in DVB-S2 standard. In aspect to 

CNU methods, there are some kinds of CNU methods. Among of them, MP (Min Product) method is quite often used in LDPC decoding. However 
MP needs LUT (Look Up Table) that is critical path in LDPC decoding speed. A new SC-NMS (Self-Corrected Normalized Min-Sum) method is 

proposed in the paper. NMS needs only normalized scaling factor instead of LUT and compensates the overestimation of MP approximation. In 

addition, SC method is proposed. It gives a faster convergence toward a decoded codeword. If a message change its sign between two iterations, it 
is not reliable and to avoid to propagate noisy information, its module is set to 0. The performance of SC-NMS has a little degrade compare to MP 

by 0.1 dB, however considering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decoding speed, SC-NMS algorithm is optimal method for CNU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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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채 을 효율 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고화질 다채  실감 방송 서비스를 국 

단 로 제공하기 한 100Mbps  이상의 고속 성 

방송 송 기술  차세  성 방송 확보를 해 기반 

기술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속 성 방

송 송을 해 고속 변복조  채  부복호화의 고속화 

등 송기술고도화를 해 고속화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역 성 방송에 용될 수 있는 오류 정정 부호는 

고속 데이터 송에 효율 이고 성능이 우수한 복호기

의 용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는 DVB-S2에서 제시된 

LDPC 부호화 방식이 고화질 다채  실감 방송 서비

스를 국 단 로 제공하기 한 100Mbps  이상의 

고속 성 방송 송 기술로 합하다. 유럽식 성 방송 

표 안인 DVB-S2에 용되는 샤논의 채  용량 한계에 

근 한 LDPC 부호는 터보 부호에 비해 복호화의 복잡

도가 낮을 뿐 아니라 좋은 거리 특성으로 오류마루 상

이 나타나지 않고, 완  병렬 처리로 고속 처리가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100Mbps  이상의 LDPC 부호를 

설계하기 해서는 구 의 문제 은 복호부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100Mbps  이상의 송률을 가지게 하는

가에 있다.[1][2][3] 

LDPC의 복호 속도는 CNU(Check Node Update)계산 

과정에 의존한다. 기존의 CNU 계산방식에서 LUT(Look 

Up Table)를 고려한 SP( Sum Product) 방식은 속도가 늦

어지는 단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 LUT를 제거한 

MS(Min-Sum) 방식이 있지만 성능면에서 하되어 새로

운 방식이 필요하다.[4] 따라서 SP방식에서 LUT 효과를 

얻기 해, LUT 신 정규화 계수 ‘ ’를 곱하는 

NMS(Normalized Min-Sum) 방식은 SP 방식보다 성능은 

약간 감소하지만 critical path를 없애고 클럭 주기를 일 

수 있어 구 에 있어서 고속화를 한 효율 인 CNU 계

산방식이다.[5] 한, 복호과정에서 반복 시 이  반복에

서의 엣지 값과 재 반복에서의 엣지 값을 비교하여 부

호가 바 면 신뢰성이 없음을 간주하여 재 엣지 값에 

“0”을 할당하는 SC(Self- Corrected) 방식을 연구하

다.[6]

본 논문의 Ⅱ 에서 DVB-S2 규격 LDPC 복호방법에 

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Ⅲ 에서 NMS를 용한 CNU 

계산 방식에 해 알아보겠다. Ⅳ 에서 SC CNU 계산 

방식에 해 알아보고 Ⅴ 에서 SC 방식을 용한 SP 방

식, NMS 방식, MS방식에 한 성능을 비교 분석하겠다. 

그리고 Ⅵ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DVB-S2 규격 LDPC 복호

LDPC 복호기는 송된 심벌을 비트 노드와 체크 노

드에서 각각의 확률 값을 구하여 반복을 통해 송된 비

트를 결정하는 것이다. 

(a)

(b)

(c)

그림 1. LDPC의 복호 과정
(a) Initialization (b) CNU (c) BNU
Fig. 1 Decoding flow of LDPC code
(a) Initialization (b) CNU (c) B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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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C의 복호 순서는 그림 1과 같이 수신 비트에 채  

추정 값을 구하는 기화 과정, Check node 확률을 구하

는 CNU(Check Node Update), 비트 확률을 구하는 

BNU(Bit Node Update)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복호하게 

된다. 그림 1은 LDPC의 복호 과정을 나타낸다.

Ⅲ. CNU 계산 알고리즘

DVB-S2 규격의 LDPC 부호는 메트릭스 구조 상 부분

화가 가능하여 부분화 된 크기만큼 병렬연산이 가능하

다. 즉, H 메트릭스에서 부분화 되는 만큼 병렬로 연산하

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병렬로 인하여 

동시 연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는 클럭 주기가 늘어나

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클럭 주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  하나는 CNU 연산에 있다. LDPC 복호기에서 

CNU 연산은 식 (1)과 같다.

⊕  ××min   

  ln    ln  (1)

는 CNU 계산을 해 비트 노드에서 체크 노드로 향

하는 번째 비트 노드 값을 나타내고,  는 CNU 계산을 

해 비트 노드에서 체크노드로 향하는 번째 비트 노

드 값을 나타낸다. 식 (1)은 SP 방식으로 LUT 계산을 

해서는 CNU에 입력되는 입력 데이터에 하여 로그계

산과 지수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에 의해 클럭의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MP 방식

을 용시키면서 LDPC 복호의 고속화를 해 클럭의 

주기를 짧게 하게 되면 CNU에서 critical path가 발생하

게 된다. critical path를 극복하기 해 LUT를 빼는 연산

을 제거한 식 (2)와 같은 MS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능 하를 래한다.

⊕  ××min (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능에 큰 하 없이 CNU를 단순

화 시키고, 계산량을 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SP 방식과 MS 방식에 한 단 을 극복하고 좀 더 

효율 인 구 을 하기 하여 CNU 연산 방식에서 LUT 

신 정규화 계수 ' '를 이용하는 NMS 방식은 식 (3)과 

같다. 여기서 ' ' 는 MS 방식의 성능 하를 보상하기 

한 요소이다. 이 때, 의 값은 0 <   ≤ 1 이어야 한

다.[5]

→
  ×′→×min ′→

′∈

 ′∈




 (3)

식 (3)에서 ′→는 비트노드에서 체크노드로 들어

오는 엣지 값을 나타낸다. ′→
′∈




은 비트 노드에

서 하나의 체크 노드로 향하는 모든 엣지 값의 부호를 곱

한 것이고 min′→
′∈




는 비트 노드에서 하나의 체크노

드로 향하는 모든 엣지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다.

3.1. ‘ ’ 값에 따른 NMS 방식의 성능

NMS 방식을 용하기 한 식은 의 식 (3)에 나타

냈다. NMS 방식에서 CNU 출력은 정규화 계수 ‘ ’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합한 ' ' 값을 찾기 해 

‘ ’값이 0.875, 0.75, 0.5 일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다음 그림은 ‘ ’ 값의 변화에 따른 NMS 방식의 성능 그

림이다.

그림 2. ‘ ’ 값에 따른 NMS 방식의 성능

Fig. 2 Performance of NMS by ‘ ’

그림 2을 보면 ‘ ’ 값이 비록 0.75, 0.5에서 비교  낮

은 Es/No에서 성능이 0.875일 때 보다 좋으나 Es/No가 높

아지면 오류마루 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

로 낮은 Es/No일 때 0.875는 다른 값들에 비해 성능이 큰 

차이가 없으나 높은 Es/No에서는 오류마루 상 없이 좋

은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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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5가 가장 합한 값으로 볼 수 있다.  NMS 방식 용 

시 CNU 구조는 그림 3와 같다.

그림 3. NMS 방식 용 시 CNU 구조
Fig. 3 Structure of CNU by NMS

Ⅳ. SC CNU 계산 방식

LDPC 복호과정에서 CNU 계산을 보다 효율 으로 

하여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SC 방식을 연

구하 다. LDPC 복호는 각각의 부호화율에 따라 각기 

다른 반복횟수만큼 반복을 하여 마지막 반복이 끝났을 

때 최종 데이터를 얻게 된다. 그러나 CNU 계산과정에

서 반복을 거치면서 체크 노드 계산을 해 비트 노드

에서 들어오는 값의 부호가 바 게 되는 상이 발생하

게 된다. SC 방식은 CNU 과정에서 이  반복에서의 값

의 부호(→)와 재 반복에서 값의 부호

(→)를 비교하여 부호가 다르게 되면 재

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반복에서의 엣

지 값이 다음 반복에서 부호가 바 었다는 것은 그 엣지 

값은 신뢰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게 CNU 계산과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신호를 “0”으로 만들어주면서 CNU 계산을 더욱 

효율 으로 하여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림 4는 SC 방식의 구조를 나타낸다.[6]

그림 4. SC 방식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SC method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부호화율 1/2, N 사이즈는 64800에서 기존의 SP 방식, 

NMS 방식, MS 방식과 각각에 SC 방식을 용하여 시뮬

이션 한 성능을 비교하여 그림 5에서 그림 7에 나타내

었다. 체 으로 세 가지 방식에 SC 방식을 용함으로

써 신뢰할 수 없는 신호에 해 더 효율 으로 CNU 계산

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SP 방식과 SC를 용한 SP 방식의 성능으로 

SC 방식을 용하 을 때 약 0.1dB 만큼의 성능개선효

과가 있었다.

그림 5. SP 방식과 SC-SP 방식의 성능
Fig. 5 Performance of SP and SC-SP

그림 6은 MS 방식과 SC 방식을 용한 MS 방식에 

한 성능을 비교한 그림이다. SC 방식을 용하여 약 

0.5dB의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 다.

그림 6. MS 방식과 SC-MS 방식의 성능
Fig. 6 Performance of MS and S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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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NMS 방식과 NMS방식에 SC 방식을 용하

여 성능을 비교한 그림이다. NMS 방식도 MS방식과 마

찬가지로 SC 방식을 용하 을 때 약 0.5dB의 성능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NMS 방식과 SC-NMS 방식의 성능
Fig. 7 Performance of NMS and SC-NMS

다음 그림 8은 SC 방식을 용한 SP 방식, MS 방식, 

NMS 방식의 시뮬 이션 한 성능을 비교한 그림이다. SC 

방식을 용한 SP 방식, NMS 방식 그리고 MS 방식의 성

능은 MP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약 0.1dB 좋다. 하지만, SC 

방식을 용하기 의 성능차이가 약 0.5dB인 것과 비교

하면 성능이 거의 비슷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고속 복호를 한 CNU 계산방식에서 보다 효율 인 NMS 

방식에 SC 방식을 용함으로써 SP 방식과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고속 복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SC 방식을 용한 SP 방식, MS 방식, 
NMS 방식의 성능

Fig. 8 Performance of SP, MS and NMS algorithm 
based on SC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VB-S2 기반 고속 LDPC 복호를 

해 복호과정의 효율 인 CNU 계산방식에 해 알아

보았다.  값 연산과 비교 연산 후 offset을 빼는 SP 

방식은 고속화를 해 클럭의 주기를 짧게 하면 CNU

에서 critical path가 발생하게 된다. NMS 방식은 SP 방

식에 비해 약 0.5dB의 성능 열화를 보이지만 critical 

path를 없애고 클럭 주기를 일 수 있기 때문에 구

에 있어서 고속화를 해 더 효율 임을 보 다. 그리

고 반복과정에서 이  반복에서의 엣지 값이 재의 

엣지 값과 비교하여 부호가 다르면 신뢰할 수 없는 신

호라고 단하여 재 엣지 값을 “0”으로 주는 SC 방

식을 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SP 방식, MS 방식, 

NMS 방식에 SC 계산 방식을 용하여 성능을 비교한 

결과, SP 방식, MS 방식 그리고 NMS 방식에 SC 방식

을 용하 을 때 약 0.1dB ~ 0.5dB의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 다. NMS방식에 SC 방식을 용한 SC-NMS 

방식은 SP 방식에 비해 0.1dB의 성능 열화를 보 지만, 

계산의 복잡도와 복호 속도를 고려하 을 때 SC-NMS 

방식이 최 의 CNU 계산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CNU 계산방식은 향후 

DVB-S2 기반 LDPC 복호의 고속화를 해 유용한 자

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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