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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TE (Long Term Evolution) 및 5G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동 통신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

의 라디오 (SDR, Software Defined Radio) 개념은 뛰어난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수년 동안, 최고급 디지털 시

그널 프로세서 (DSP, Digital Signal Processor) 시스템 온 칩 (SoC, System on Chip)은 멀티 코어 및 다양한 하드웨어 

보조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TI의 TCI663x 칩을 사용해 구현한 SDR 플랫폼 

하드웨어에 대해 소개하고, 이 플랫폼 상에서 멀티 코어 DSP를 BCP (Bit Rate Coprocessor) 및 TPC (Turbo Decoder 
Coprocessor)와 연동하여 구현한 LTE 전송 채널 (Transport Channel)의 성능을 다양한 구현 옵션에 따라 평가한다.

ABSTRACT 

To implement the continuously evolving mobile communication standards such as Long Term Evolution (LTE) and 5G, 
the Software Defined Radio (SDR) concept provides great flexibility and efficiency. For many years, a high-end Digital 
Signal Processor (DSP) System on Chip (SoC) has been developed to support multicore and various hardware 
coprocessors. This paper introduces the implementation of the SDR platform hardware using TI's TCI663x chip. Using the 
platform, LTE transport channel is implemented by interworking multicore DSP with Bit rate Coprocessor (BCP) and 
Turbo Decoder Coprocessor (TCP) and the performance is evaluated according to various implementation option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ed LTE transport channel, LTE base station system was constructed by 
combining FPGA main board for physical channels, SDR platform board, and RF & Antenna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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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DR (Software Defined Radio) 개념은 1990 년대 초 

[1]에서 제안되었으며 무선 통신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해 왔다.
ASIC (Application Specific IC) 및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시스템 설계는 탁월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

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프로토콜의 발전으로 ASIC과 

FPGA로 개발된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표준을 지원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새로운 무선 통신에서 데이터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은 항상 계산 복잡도가 높은 수

많은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데, 불행히도 그 중 일부는 

최신 고성능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DSP)로도 구현하기

에는 너무 복잡하다. 결과적으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성능과 복잡성 사이에는 여전히 상충 관계

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 TI (Texas Instruments)의 Keystone 

시리즈와 같은 DSP 시스템 온 칩 (SoC)은 무선 통신의 

기저 대역 (baseband)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멀티 코어 

및 통신 전용 하드웨어 보조 프로세서가 통합된 단일 칩

셋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3].
SDR을 위한 고급 상용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3개의 

이기종 영역을 포함한다[4]. 첫 번째는 GPP (General- 
Purpose Processor) 영역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관리

와 같은 논리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두 번째는 무선 통

신 기저 대역 및 미디어 액세스 채널 (MAC)의 신호 처

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DSP 영역이다. 또한 소프트웨

어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요소를 위한 고속의 특수 하드

웨어 보조 프로세서 영역이 존재한다. 개발자들은 이 세 

가지 영역의 기능을 조화시킴으로써 재구성 가능하고 

유연한 무선 통신 시스템을 쉽게 개발할 수 있다.
TI의 DSP에 기반한 무선 통신 기저 대역의 구현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 [5]에서는 TIDMS320C6455 
DSP를 사용하여 COFDM (Coded-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위한 실시간 비동기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논문 [6]은 SDR에 적합한 OFDM-CDMA
의 다양한 구현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SDR을 사용하

여 IEEE 802.11 기반 Wi-Fi 및 2G ~ 5G 이동 통신 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DSP 기반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7-9].

앞 서 서술 한 바와 같이 SDR 방식으로 기저 대역 또

는 물리 채널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

만, 무선 통신에 필요한 알고리즘의 복잡성 및 처리 속

도를 따라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 채널

의 구현은 FPGA 기반 구현이 DSP 기반 구현보다 유연

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Fig. 1 Signal Processing chain of transport and physical 
channel in LTE.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LTE의 전송 채널은 물리 계

층 채널 코딩 표준에서 정의 된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

이다. CRC 계산, 터보 코딩 또는 컨볼루션 코딩이 선행

되며, 레이트 매칭 프로세스는 코딩 프로세싱 체인에서 

마지막에 수행된다.
레이트 매칭의 목적은 변조, 채널 품질 등과 같은 일

부 물리 계층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코드 레이트를 생성

하는 것이다. 몇 비트에서 수천 비트까지의 크기를 가진 

코드 블록 단위로 작동하므로 이러한 변형을 처리 할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I의 TCI663x 멀티 코어 SoC 

기반 플랫폼 하드웨어를 구현하고, 구현된 SDR 플랫폼

을 활용한 LTE 전송 채널 구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능

에 대해 설명하고 구현 된 전송 채널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TI

의 TCI663x SoC 아키텍처와 구현 된 멀티코어 DSP 
SDR 플랫폼 하드웨어구현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LTE 
전송 채널 구현에 필요한 TCI663x의 하드웨어 보조 프

로세서는 III 장에 설명되어 있으며, IV장에서는 멀티코

어 DSP SDR 플랫폼을 포함한 LTE 베이스 스테이션 시

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구현 된 LTE 전송 채널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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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멀티코어 DSP SDR 플랫폼

이 장에서는 TCI6636x의 아키텍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지국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코어 

SDR 플랫폼 하드웨어 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2.1. TI TCI663x SoC의 구조

TI의 TCIC663x 시리즈는 KeyStone II Multicore So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하는 C66x 제품군의 멤버이다. 이 

시리즈는 WCDMA / HSPA / HSPA +, TD-SCDMA, 
GSM, TDD-LTE, FDD-LTE 및 WiMAX를 포함한 모든 

모바일 표준의 기지국과 같은 고성능 무선 인프라 애플

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3].
TCI663x 시리즈에는 4 개의 ARM Cortex-A15 멀티 

코어가 있는 GPP 영역과 8 개의 C66x DSP 코어가있는 

DSP 영역이 있다. 멀티 코어 GPP 및 DSP와 함께, 무선 

통신의 1, 2 및 3 레이어 신호 처리를 위한 다양한 보조 

프로세서와 IP 네트워크를 위한 보조 프로세서를 포함

하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효율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내부적으로 큐 기반 통신 시스템을 제공한다.
TCI663x 시리즈는 무선 기지국 개발에 특화되어 있

으며, 기지국의 레이어 1 및 2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오

프로드하기 위한 보조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다. 6 개
의 FFT, 4 개의 터보 디코더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 

보조 프로세서는 CPU 개입이나 오버헤드 없이 많은 수

신 비트 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BCP (Bit Rate 
CoProcessor)이다. 무선 보조 프로세서에는 RAC (Receive 
Accelerator Coprocessor), TAC (Transmit Accelerator 
Coprocessor), VCP2 (Viterbi decoder CoProcessor), 
Turbo 디코더 / 인코더 CoProcessor (TCP3d, TCP3e), 
Fast Fourier Transform Coprocessor (FFTC) 및 BCP가 

포함된다.
TI의 DSP SoC는 EDMA (Enhanced Direct Memory 

Access)라는 고급 DMA를 제공하여 LTE의 전송 채널

과 같은 무선 통신 기능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

로 구현할 수 있다. TCI663x의 자세한 구조 및 기능은 

TI 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시트[3]를 참고한다.

2.2. SDR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하드웨어는 다양한 형식의 LTE 표준으로 전

송 채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Fig. 2 Main components in SDR platform hardware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에는 메인 DSP 칩, 
TCI663x 및 다양한 GPIO, 부팅 모드 및 전원 구성 요소

를 제어하기 위한 Xilinx Spartan FPGA가 포함되어 있

다. 이 플랫폼에는 TCI663x의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한 

4GB DDR RAM, 512MB NAND 플래시 및 16MB 직렬 

NOR 플래시가 있다. 또한 TI DSP의 효율적인 전력 관

리를 위해 SmartReflex를 지원하는 클록 및 전력 제어 

장치로 구성된다.
이 플랫폼은 또한 고속 물리 채널 FPGA 및 상위 계층

과 연결하여 기지국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속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SRIO (Serial 
Rapid IO)는 MIMO 및 OFDM 신호 처리를 위한 FPGA
와 연결하는 데 사용되며. PCIe는 호스트 시스템에 연결

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고속 인터페이스는 외부 커넥

터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커넥터에는 향후 시스

템 확장을 위해 다른 TI DSP에 연결할 수 있는 

HyperLink와 안테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안테나 인

터페이스 (AIF)도 포함되어 있다. 
플랫폼 하드웨어의 PCB는 12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

며 PCB 크기는 190 x 100mm, 두께는 1.6mm입니다. 그
림 3은 구현 된 플랫폼 보드의 상단과 하단을 보여준다. 
모든 주요 칩셋은 상단에 있고 4 개의 외부 커넥터는 하

단에 배치되었다. 
이 멀티코어 DSP SDR 플랫폼 보드를 포함하는 LTE 

베이스스테이션 구성은 IV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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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lticore DSP SDR platform board 

Ⅲ. LTE 전송채널을 위한 보조프로세서 

이 장에서는 무선 통신을 위해 TCI663x에 내장된 하

드웨어 보조프로세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TCI663x에는 2 개의 터보 디코더, 4 개의 Viberbi 디코

더, 2 개의 WCDMA 송수신 가속 보조프로세서, 4 개의 

고속 푸리에 변환 보조프로세서 및 비트 레이트 보조 프

로세서가 포함되어 있다.
LTE는 AMC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를 

채택하여 채널 효율성을 높여서 더 빠른 속도를 달성한

다. 다양한 코드 속도로 채널 코딩을 하기 위해 고정 마

더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워드를 1/3의 코드 속도로 생성

하고, 레이트 매칭 절차에서 1/3보다 작은 코드 레이트

에 대해서는 마더 코드를 반복하고 1/3보다 큰 코드 레

이트에 대해서는 마더 코드를 펑처링(Puncturing)한다. 
이런 방식으로 임의의 코드 레이트가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레이트 매칭 과정 중에 HARQ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채널 디코딩 

및 HARQ 프로세싱과 관련된 레이트 매칭 프로세싱이 

LTE 임계 성능 경로가 되므로, 본 논문은 LTE 전송 채

널을 구현하기 위한 비트 레이트 보조 프로세서 및 터보 

디코더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3.1. 비트 레이트 보조 프로세서 

BCP (Bit Rate Coprocessor)는 3G 및 4G 무선 인프라

를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로 LTE, LTE-A, FDD 
WCDMA, TD-SCDMA 및 WiMAX 802.16-2009등 다

양한 표준을 지원한다 [10]. BCP의 기능에는 CRC 처리, 
터보 / 컨볼 루션 인코딩, 레이트 매칭 및 디 매칭, LLR 
(Log Likelihood Ratio) 결합, 변조, 인터리빙 / 디 인터

리빙, 스크램블링 / 디 스크램블링 등이 있다. 이와 같이 

BCP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 한 

기능을 갖는 여러 서브 모듈들이 BCP 내에서 데이터 교

환을 해야 한다. BCP에서 서로 다른 서브 모듈 간의 데

이터 전송은 BCP 스트리밍 스위치 (BSS)를 통해 수행

되고, 서브 모듈 간의 데이터 처리 흐름은 그림 4와 같이 

BCP 패킷 헤더에서 정의할 수 있다. 

Fig. 4 Structure of BCP input packet

BCP의 자세한 구조 및 기능은 TI 사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시트[10]를 참고한다.

3.2. 터보 디코더 보조 프로세서 

TCI663x에는 2 개의 고성능 터보 디코더 보조 프로

세서 (TCP)가 있다. 이 보조 프로세서는 WCDMA, 
HSPA, HSPA +, TD-SCDMA, LTE 및 WiMAX 표준에

서 정의 된 터보 디코딩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1].
TCP에 대한 입력은 시스템 및 패리티 비트의 LLR 

(Log-Likelihood Ratio)를 포함하는 채널 소프트 결정 

스트림이며 출력은 하드 디시전 비트 스트림이다. 
DSP 코어와 TCP는 EDMA3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

신한다. TCP 드라이버 초기화 프로세스에서 I / O 데이

터 형식, 처리 사양, 인터럽트 방법 및 EDMA3 송수신이 

구성된다. 
TCP의 자세한 구조 및 기능은 TI 사에서 제공하는 데

이터시트[11]를 참고한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4: 508-514, Apr. 2020

512

Ⅳ. LTE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템 및 전송 채널 
성능 평가 

이 장에서는 멀티코어 DSP SDR 플랫폼을 포함하는 

LTE 베이스스테이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시스템에서 구현 된 LTE 전송 채널의 성능을 평가한다.

4.1. LTE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성 

성능 평가를 위해 구성된 LTE 베이스 스테이션 시스

템은 그림 5와 같이 SDR 플랫폼 보드, 물리 채널용 

FPGA 보드 및 RF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 채널용 FPGA가 탑재된 보드가 메인 보드이고, 

그 위에 멀티코어 SDR 플랫폼 보드가 최대 2장 연결될 

수 있고, RF & Antenna 모듈이 탑재될 수가 있다. 

Fig. 5 Block diagram of LTE base station system 

RF 모듈은 Analog Device사의 AD9363 RF transceiver 
칩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x2 MIMO (Multi Input 
Multi Output)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 최대 20MHz 밴드

폭까지 지원 가능하다. 12bit DAC와 ADC가 2개씩 내

장 되어 있어서 물리 채널용 FPGA와 디지털 인터페이

스로 연결될 수 있다.
물리채널용 FPGA에는 멀티코어 DSP SDR 플랫폼에

서 처리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OFDM 및 MIMO 복조 

처리 모듈들이 구현된다. FPGA 내부에 구현된 기능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Cell Searcher는 RF로부터 수신된 신호로부터 동기

화 및 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후에는 RF 수신 신호에서 Cyclic prefix를 제거하고 

2048 point FFT를 수행 한 후에 채널 추정 및 MIMO 복
조를 하게 된다. MIMO 복조기의 출력은 멀티코어 DSP 
SDR 플랫폼 내의 터보 디코더의 입력 소프트 결정 스트

림이 된다. DSP 인터페이스는 MIMO 복조기 출력 전송

을 위한 SRIO와 제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EMIF (External 
Memory Interface)로 구성되어 있다.

Fig. 6 Main blocks in Physical Channel FPGA 

구현된 LTE 물리 채널은 20MHz 대역폭에서 최대 

51Mbps의 속도를 제공 할 수 있는 모드에 맞게 설정되

었다. 자원 블록 (RB)의 수는 100이며 16QAM 변조를 

사용하고, MCS (Modulation and Coding Scheme)는 23, 
전송 블록 (TB) 크기는 51,024 비트이다. TTI (Transmission 
Time Interval)는 1ms이다.

완성된 LTE 베이스 스테이션은 그림 7에 나타나 있

고, 이 시스템 상에서 구현된 LTE 전송 채널의 테스트 

평가는 그림 8과 같이 환경을 구성하여 수행되었다.

Fig. 7 LTE base station system with multicore SDR 
platform

상용 휴대 단말기로부터의 신호를 복조하기 위해, 휴
대 전화는 실드 박스에 배치되고 소형 테스트 기지국 및 

개발 보드에 RF 케이블로 연결된다. 소형 테스트 기지

국 (Femto 기지국)은 단말의 액세스 제어를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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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 송수신은 개발 보드를 통해 수행된다.
개발 보드를 PC에 연결하고 TI DSP 개발 도구 인 

CCS (Code Composer Studio)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 속

도를 확인한다. 

Fig. 8 Test environment for performance evaluation

4.2. BCP 보조 프로세서 성능 평가

TCI663x의 BCP를 사용할 때 DSP 프로그램만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비교하여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

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TI가 개발자에게 권장하는 

EDMA3를 사용하여 코어와 보조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할 때 성능 향상도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신기 측에서 BCP의 주요 작업은 디 인터리버 및 디 

레이트 매칭이다. 이 두 기능의 주요 작업은 메모리 액세

스, 입력 비트 시퀀스의 순서 변경, 중간에 특정 비트를 

삽입 하거나 비트를 누락시키는 것이다. DSP 코어를 통

해 이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BCP 보조 프로세서

를 활용하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BCP
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메모리 복사를 사용하는 BCP와 

코어 간의 통신은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Table. 1 Experimental cases for BCP and EDMA3 

Case Description Execution Time

C1 DSP core & memory copy 3,761 us

C2 BCP & memory copy 482 us

C3 BCP & EDMA3 136 us

표 1은 실험 사례 및 결과의 구성을 요약한 것이다. 
BCP 및 EDMA3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속도의 

최종 성능은 약 27 배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LTE 전송 채널 성능 평가 

MIMO 및 OFDM과 같은 물리적 채널 프로세스 후 

FPGA는 LLR 계산을 수행하고 결과는 SRIO를 통해 멀

티코어 DSP SDR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SDR 플랫폼은 

디 인터리버, 디 레이트 매칭 및 터보 디코딩, CRC 검사

를 포함한 전송 채널 기능을 수행한다. 
20MHz 대역폭에서 LTE가 지원하는 최대 51Mbps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개의 DSP 코어가 할당되어야

하는지 평가하였다. 그림 9는 코어 수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전송 속도를 보여준다. 터보 디코더의 반복 횟수는 

8로 설정하였다. 

Fig. 9 Maximum throughput vs. number of DSP cores 

하나의 코어에 의해 달성 될 수 있는 전송 속도는 

23Mbps 였고, 2개와 3개의 코어를 할당하여 달성 될 수 

있는 전송 속도는 47Mbps 및 50Mbps였다. 최대 전송 

블록 크기의 크기로 인해 처리량이 포화되어 있지만 충

분히 큰 TB가 전송되면 선형 속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3 개의 코어가 작동하도록 할당되면 3개의 코어는 2 

개의 TCP를 공유하며 그림 10과 같이 동작 하게 된다.

Fig. 10 Multicore behavior for LTE transport channel

Ⅴ. 결  론

본 논문은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프라 무선 통신 시스

템 개발을 위한 멀티 코어 DSP 기반 SDR 플랫폼의 구

현을 소개하였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SDR 방식으로 

LTE 전송 채널을 구현할 수 있으며, 물리적 채널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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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층 호스트 용 FPGA를 연결하여 LTE 기지국을 구

성 할 수 있다. TI의 TCI663x 멀티 코어 SoC를 사용하여 

유연하고 고속의 LTE 전송 채널을 구현하려면 BCP 및 

TCP와 같은 하드웨어 보조 프로세서를 사용해야하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EDMA3를 사용해야한다. 실험 결과, BCP 및 EDMA3
를 사용한 전송 채널 수신기의 동작 속도는 약 27 배 향

상되었다. 20MHz 대역폭의 최대 업 링크 속도 인 

51Mbps는 BCP와 2 개의 TCP를 구동하기 위해 3 개의 

DSP 코어를 할당함으로써 만족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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