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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area-efficient degree-computationless modified Euclidean (DCME) algorithm is presented and

implemented for high-speed Reed-Solomon (RS) decoder. The DCME algorithm can be used to solve the key equation

in Reed-Solomon decoder to get the error location polynomial and the error value polynomial. A pipelined recursive

structure is adopted for reducing the area of key equation solver (KES) block with sacrifice of an amount of decoding

latency. For comparisons, KES block for RS(255,239,8) decoder with the proposed architecture is implemented using

Verilog HDL and synthesized using Synopsys design tool and 65nm CMOS technology. The synthesis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rchitecture can be implemented with less gate counts than other existing DCME 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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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eed-Solomon (RS) 부호는 우수한 오류 정정 능력

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 통신, 방송, 위성 등 다양한 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광/자기 저장 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다[1]. 최근에는

Multi-Level Cell (MLC), Tripple-Level Cell (TLC) 플

래쉬 메모리의 읽기/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정정하고자 RS 부호가 적용되고 있다.

RS 부호에 대한 복호기는 Fig. 1과 같이 수신신호의

오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신드롬 연산 (Syndrome

computation), 오류 위치 다항식 (Error location poly-

nomial) 과 오류 값 다항식 (Error value polynomial) 을

계산하는 키 방정식 연산 (Key equation solver), 오류

위치와 오류 값을 찾아내는Chien 탐색 및 Forney 알고

리즘 그리고 FIFO (First input first output)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KES (Key equation solver) 블록이 가장 많

은 연산을 필요로 하며, 하드웨어 복잡도가 가장 높다.

이러한 이유로 RS 복호기 연구는 주로 KES 블록 구현

에 관한 연구가 많다[2-9]. 

광통신에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속의 RS복호기가 요구된다. Modified Euclidean

(ME) 알고리즘[2]은 하드웨어 규칙성이 우수하여 쉽게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고속의 RS 복호

기에 적합하다[3]. [3]에서는 차수 계산 (degree

computation)과 다항식 연산(polynomial arithmetic)을

수행하는 PE (Processing element) 블록 2t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ME 알고리즘을 고속으로 구현하였다. 여기

에서 t는 RS부호의 오류정정능력을 나타낸다. [4,5]에

서는 차수 계산을 하지 않는 DCME (Degree compu-

tationless modified Euclidean) 알고리즘을 구현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속 구현이 어렵다. [6]에서는 [3]의 PE에

서차수 계산 회로 대신 FSM (Finite state machi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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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반면에, [7]에서는 [3]의 차수 계산 블록에서 다항

식의 차수가 항상 1씩 감소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특성

을 이용하여 차수의 변화를 다항식으로 표현하여 복잡

도가 낮은 DCME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3,6]은 고

속 구현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다소 gate

count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8.9]에서는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고자 [3,6]의 구조에 folded structure 방식을

적용하여 gate count를 줄이고 있다.

[7]에서 제안된 DCME 알고리즘은 [3,6]의 알고리즘

에 비해 다항식 연산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가 단

순하고, 하드웨어 복잡도가 작은 특징이 있다. 본 논문

에서는 [7]에서 제안된 구조에 folded structure구조를

적용하여 고속 RS 복호기를 위한 KES 블록의 gate

count를 줄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DCME에

관해 살펴본 후, 3장에서는 제안된 Pipelined Recursive

DCME (PR-DCME)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 다룬다. 4

장에서 성능평가에 관하여 다루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DCME 알고리즘

2.1. ME 알고리즘

RS 복호기는 Fig. 1과 같이 수신된 부호어로부터 신

드롬 S(x)를 계산 한 후에, KES 블록에서는 ME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S(x)로부터 키 방정식 (Key equation)

S(x)σ(x) = ω(x)mod x2t을 풀어서, 오류 위치 다항식

σ(x)과 오류 값 다항식을 ω(x)를 얻는다. 오류 정정 능

력이 t인 RS 부호에 대해 S(x) = s2t-1x
2t-1 + ··· s1x + s0

이고, ME 알고리즘은 아래 식과 같다[3]. 이 때, 초기

값은 R0(x) = x2t, Q0(x) = S(x)t, L0(x) = 0, U0(x) = 1이

고, ai-1, bi-1는 i번째 반복시에 각각 Ri-1(x), Qi-1(x)의 최

고차 항의 계수이다.

(1)

(2)

(3)

(4)

(5)

식 (1) ~ (4)는 Ri(x)의 차수가 t보다 작게 되면 멈추

게 되고, 이 때 ω(x) = Ri(x), σ(x) = Li(x)가 된다. ω(x)

의 차수는 t-1이고, σ(x)의 차수는 t이다.

2.2. DCME 알고리즘

[3]의 구조는 각 PE에서 li-1가 항상 양의 값이 나오

도록 입력 다항식을 switch하고, bi-1값에 따라 Ri-1(x)

혹은 Qi-1(x)의 차수를 1씩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다항식

의 차수를 비교하고 감소시키는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7]에서는 차수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각 PE에서

li-1를 상태변수로 사용하고, li-1 = 0인 경우에는 Ri(x)의

차수가 Qi-1(x)의 차수보다 작아져서 li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출력 다항식을 switch한다. 이로 인해 각 PE 입

력에서 li-1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li = li-1− 1 혹은  li

= li-1+ 1이 된다. 즉, 이면 li = li-1− 1이고, bi-1 =

0이면 li = li-1+ 1이다. 만약 li-1 = 0이고 이면

Ri(x)의 차수가 Qi(x)의 차수보다 작아지는 경우이므로

li = li-1+ 1가 되고 다항식이 switch 되어야 한다. 만약

li-1 = 0이고 bi-1 = 0이면 Qi(x)의 차수가 감소 되어야하

므로 다항식 switch는 일어나지 않고 li = li-1+ 1이 된다.

즉, li-1 = 0이면 항상 li = li-1+ 1이고, 이면 switch

신호가 발생되어야 하고, 이면 switch신호가 발

생하지 않는다. 이를 다항식으로 표현하여 다음과 같다.

Ci(x) = c0x
2t+ c1x

2t-1 +··· + ct-1x
t+1 (6)

Ri x( ) αi 1– bi 1– Ri 1– x( ) αi 1– ai 1– Qi 1–+[ ]=

             x
l
i 1–

αi 1–
ai 1– Qi 1– x( ) αi 1– bi 1– Ri 1– x( )+[ ]–

Qi x( ) αi 1–
Qi 1– x( ) αi 1– Ri 1– x( )+=

Li x( ) αi 1– bi 1– Li 1– x( ) αi 1– ai 1– Ui 1–+[ ]=

            x
l
i 1–

αi 1–
ai 1– Ui 1– x( ) αi 1– bi 1– Ui 1– x( )+[ ]–

Ui x( ) αi 1–
Ui 1– x( ) αi 1– Li 1– x( )+=

li 1– deg Ri 1– x( )( ) deg Qi 1– x( )( )–=

αi 1–

1,   if  li 1– 0≥ ,

0,   if  li 1– 0< .⎩
⎨
⎧

=

bi 1– 0≠
bi 1– 0≠

bi 1– 0≠
bi 1– 0≠

Fig. 1. Block diagram of RS de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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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Ci(x)의 계수 Ck와 상태변수 li는 다음과

같다.

(7)

(8)

상태변수 li-1만으로는 다항식 연산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을 알 수 없다. 2.1절의 ME알고리즘은 Ri(x)의 차

수가 t보다 작게 되면 연산을 중단하게 되는데, [7]에서

는 Qi-1(x)의 차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상태변수로

추가해서, Qi-1(x)의 차수가 t보다 작을 때, 연산을 중단

하게 된다. 이 때, 출력 Qi-1(x)가 오류 값 다항식

ω(x)가 되고, 출력 Ui(x)가 오류 위치 다항식 σ(x)가 된

다. Q0(x) = S(x)이므로 Q0(x)의 차수는 2t-1이다. 따라

서, Q0(x)로부터 t만큼 차수가 줄었다면 Q0(x)의 차수

가 t-1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Q0(x)의 차수는 bi-1 =

0이거나, li-1 = 0이고 일 때 다항식이 switch되

어 차수가 1이 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의

차수와 같다. Q0(x)로부터 감소한 차수를 나타내는 상

태 변수 μi-1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9)

상태 변수 는 아래와 같이 다항식으로 표현하여

구현할 수 있다.

Di(x) = d0x
2t+ d1x

2t-1 +··· + dt-1x
t+1 (10)

여기에서 계수 dk는 다음과 같다.

(11)

식 (1) ~ (4), (6), (10)으로부터 PR-DCME 알고리즘

을 구현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의사코드 (pseudo-

code)로 기술할 수 있다.

Initialization:

C0(x) = x2t-1, D0(x) = xt, R0(x) = x2t, Q0(x) = xS(x),

L0(x) = 0, , U0(x) = x

i = 0, zq = 0, sw = 0,

Start:

While (1) do

begin

i = i + 1;

ei-1 = leading coefficient of Ci-1(x) ;

ai-1 = leading coefficient of Ri-1(x) ;

bi-1 = leading coefficient of Qi-1(x) ;

stop = leading coefficient of Di-1(x) ;

if stop=1, then stop while loop;

if bi-1 = 0, then zq = 1 else zq = 0;

if ei-1 = 1 and zq = 0, then sw = 1 else sw = 0;

if ei-1 = 1 or zq=1, ctrA=1 else ctrA=0;

if ctrA=1, then

begin

Ci(x) = delay Ci-1(x) by 1

Di(x) = advance Di-1(x) by 1

end

else

begin

Ci(x) = advance Ci-1(x) by 1

Di(x) = Di-1(x)

end

if zq = 1, then

begin

Ri(x) = Ri-1(x)

Qi(x) = advance Qi-1(x) by 1

Li(x) = Li-1(x)

Ui(x) = advance Ui-1(x) by 1

 end

 else

 begin

Ri(x) = bi-1Ri-1(x) + ai-1Qi-1(x)

Li(x) = bi-1Li-1(x) + ai-1Ui-1(x)

if sw = 0, then

begin

   Ri(x) = advance Ri(x) by 1

   Qi(x) = Qi-1(x)

   Li(x) = advance Li(x) by 1

   Ui(x) = Ui-1(x)

 end

 else

ck
1, if  k li,   =

0  otherwise.,⎩
⎨
⎧

=

ck
li 1– −1, if  li 1– 0≠  and bi 1– 0≠

li 1– 1+ ,    otherwise.           ⎩
⎨
⎧

=

bi 1– 0≠
Qi 1– x( )

μi

μi 1– 1, if  bi 1– =0  or  li 1– 0≠  and bi 1– 0≠( )( )+

μi 1– ,   otherwise.                                          ⎩
⎨
⎧

=

μi 1–

dk

1,  if  k t μi,    –=

0,  otherwis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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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Ri(x) = Qi-1(x)

Qi(x) = advance Ri(x) by 1

Li(x) = Ui-1(x)

Ui(x) = advance Li(x) by 1

  end

 end

 end

 output ω(x), σ(x)

3. PR-DCME 알고리즘 구조

Fig. 2는 앞에서 기술한 의사코드에 대한 PR-DCME

알고리즘 구조이다. 입력 신호는 Q0(x)에 신드롬이 입

력되는 구간을 나타내는 Syn_en, 매 반복구간의 시작

을 나타내는 start0, C0(x), D0(x), R0(x), Q0(x), L0(x),

U0(x)로 구성되고, 출력 신호는 Out_en, ω0(x), σ0(x)이

다. Out_en 신호가 1이 될때까지 반복하고, 1이 되면

ω0(x), σ0(x)를 병렬로 출력한다.

Fig. 2의 사각형 박스는 레지스터를 의미하며, R0(x),

Q0(x), L0(x), U0(x)와 관련된 경로는 m-비트 F/F (Flip-

Flop)이고, 그 외의 저장요소는 모두 1-비트 F/F이다.

m은 RS 부호의 연산이 이루어지는 GF(2m)을 나타낸

다. Fig. 2의 좌측에 있는 shift registers는 반복을 위해

출력 값을 저장한다. ‘D1’ 레지스터는 파이프라인을

위한 메모리이며, [3]에서 사용된 2-단 파이프라인 곱

셈기를 사용할 경우에 필요하고, 곱셈기에 파이프라인

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D1’ 레지스터는 필요없다. 하

지만, ‘D’ 레지스터와 ‘D1’ 레지스터를 합한 개수가 신

드롬 다항식의 길이 2t와 같아야 파이프라인이 유지되

기 때문에, ‘D1’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이 고속 동작

에 유리하다. ‘D1’ 레지스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좌측

의 shift registers 길이는13이다. ‘D2’ 레지스터는 2.2

절의 의사코드에서 ‘advance’와 ‘delay’를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하다. 이 ‘D2’ 레지스터로 인해 한번의 다항식

연산을 수행하는데17클럭이 필요하다.

신호가 입력되면, stop (Out_en) 신호가 발생할 때까

지 동작하며, 최대 16번을 반복한다. 따라서, 신드롬이

입력된 후 ω0(x), σ0(x)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클럭 수는

17 × n이 된다. 여기에서 n은 반복횟수이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PR-DCME 구조의 critical path는 곱셈기

출력이exclusive-OR 게이트와 2개의 mux를 지나는 경

로가 된다.

ctrA 신호는 Ci(x), Di(x)의 출력 제어 신호이다. Ci(x)

를 얻기 위한 조건은 식 (8)로부터 A = (c0 = 0) and

(zq = 0)이고, Di(x)를 얻기 위한 조건은 식 (9)로부터

B = (c0 = 0) and (zq = 0) or (zq = 1)이다. Table 1으

로부터 이 두 조건은 A = not B가 성립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ctrA = c0 or zq 신호 하나로 Ci(x), Di(x)를

제어할 수 있다. sw신호는 li-1 = 0이고 일 때

발생하므로, sw = c0 or (not zq)가 된다. 

Fig. 3은 Fig. 2의 PR-DCME 알고리즘 구조에서 출

력 신 ω(x)호, σ0(x)의 연결을 자세히 나타낸 것이며,

t = 8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파이프라인 곱셈기를 사

용하는 경우이고, shift register의 길이는 13이다. σ0(x)

의 차수는 t로서, ω(x)의 차수 t-1보다 1이 크기 때문에,

bi 1– 0≠

Fig. 2. PR-DCME algorithm architecture.

Table 1. Comparisons of control conditions

c0 zq A B

0 0 1 0

0 1 0 1

1 0 0 1

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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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0(x)의 xt항의 계수 σt

는 shift registers를 벗어나 앞에 있게 된다.

4. 성능평가

제안된 PR-DCME 알고리즘 구조의 성능 평가를 위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RS(255,239,8) 복호기의 KES

블록을 설계한다. 식 (12)는 생성다항식이다.

= x16 + 118x15 + 52x14 + 103x13 + 31x12 + 104x11

+ 126x10 + 187x9 + 232x8 + 17x7 + 56x6 (12)

+ 183x5+49x4 + 100x3 + 81x2 +44x +79

Verilog HDL을 이용하여 Fig. 2의 KES 블록을 구현

하였고, 다양한 오류 패턴에 대하여 동작 기능을 검증

하였다. Fig. 4는 설계된 KES블록에 대한 functional

simulation결과이다. 입력으로 사용한 신드롬은 식 (13)

과 같다. 이 때, 출력 σ(x), ω(x)는 각각 식 (14), 식

(15)와 같이 출력되어야 한다.

S(x) = 0xC0x15 + 0x22x14 + 0x8ex13 + 0xE0x12

+ 0x98x11 + 0xB0x10 + 0xABx9 +0xCBx8

+ 0x21x7 + 0x57x6 + 0xE7x5 + 0x78x4 + 0x62x3

+ 0x8Ex2 + 0x7Ex (13)

σ(x) = 0xDBx8 + 0x43x7 + 0xBFx6 + 0x6Dx5 + 0xFFx4

+ 0x2Ax3 + 0x96x2 + 0x33x + 0xF2 (14)

ω(x) = 0x2Dx7 + 0x28x5 + 0xDEx3 + 0xC1x (15)

Syn_en이 1인 구간동안 식 (13)의 신드롬이 입력되

고, 다른 입력신호는 아래와 같다. 

start0 = x2t

C0(x) = x2t-1, D0(x) = x t, R0(x) = x2t, 

Q0(x) = xS(x), L0(x) = 0, U0(x) = x 

모든 입력신호는 최고차항부터 클럭에 맞춰 입력이

되고, 총 16클럭동안 Sys_en이 1을 유지한다. 식 (13)

의 신드롬을 입력했을 때, 출력은 16번 반복 후에 σ(x),

ω(x)이 출력된다. 16번 반복하기 때문에, 총 272클럭이

소요되고, 273번째 클럭에서 Out_en이 1이 되고, 이때

σ(x), ω(x)가 유효(valid)하다. 

g x( ) x αi
–( )

i 1=

16

∏=

Fig. 3. Details of output signals in Fig. 2.

Fig. 4. Functional simulation results of PR-DCME algorithm architecture for RS(255,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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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Fig. 4에서 σ(x), ω(x)가 출력되는 부분을 확

대한 것이다. Out_en 신호가 한 클럭동안 1을 유지하

면서 식 (14), (15)의 계수들이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와 Fig. 5에서와 같이 설계된 KES 블록에 대

한 검증을 마친 후에 Synposys tool과 65nm CMOS

cell library를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Table 2에 합성결

과를 정리하였다. 클럭 주파수를 약 666.7MHz로하여

합성한 결과, 면적이 약 9057.9 μm2이고 NAND2의 면

적이 약 1.28 μm2이므로 gate count는 약 7,076이다.

[9]에 비해 약 8%정도 gate count가 줄었고, [8]에 비해

서는 약 55%정도 줄었음을 볼 수 있다.

PR-DCME의 Critical path delay는 플립플롭 지연

Tff , exclusive-OR 지연 TXOR, 2개의 multiplexer지연

2TMUX의 합이며, 이는 [8], [9]와 비교하여 작은 값이다.

[9]의 지연 (Latency)는 m = 5, SR = 10일 때 159클럭

이고, PR-DCME 의 지연은 17 × n이므로, 최대 272

클럭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통신시스템에서는 모든

오류 패턴에 대해 일정한 지연을 가지도록 설계해도

시스템 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FLASH메

모리 등의 저장장치에서는 오류 패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에 따라 결과를 출력해주는 것이 시스템 지연 측

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Out_en 신호를 출력하고 σ(x),

ω(x)를 병렬로 출력해주는 것은 전체 지연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RS 복호기를 위한 KES 블록의

gate count를 줄이고자 folded structure구조를 적용한

PR-DCM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PR-DCME 알고리

즘 구조는 기존의 DCME 알고리즘 구조보다 작은

gate count로 구현이 가능하며, critical path delay도 작

다. 지연은 다른 구조에 비해 다소 증가하지만, 오류

패턴에 따라 가변적이다. 오류 위치 다항식과 오류 값

다항식은 병렬로 출력한다. 이러한 특징은 FLASH메

모리 등의 저장장치에서는 전체 지연을 줄이는데 유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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