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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IC(Integrated Circuit) for multi-channel synchronous communication was designed by using FPGA

and VHDL language. The existing chips for synchronous communication that has been used commercially are composed

for one to two channels. Therefore, when communication system with three channels or more is made, the cost becomes

high and it becomes complicated for communication system to be realized and also has very little buffer, load that is

placed into Microprocessor increases heavily in case of high speed communication or transmission of high-capacity data.

The designed IC was improved the function and performance of communication system and reduced costs by designing

8 synchronous communication channels with only one IC, and it has the size of transmitter/receiver buffer with 1024

bytes respectively and consequently high speed communication became possible. It was designed with a communication

signal of a form various encoding. To detect errors of communications, the CRC-ITU-T logic and channel MUX logic

was designed with hardware logics so that the malfunction can be prevented and errors can be detected more easily and

input/output port regarding each communication channel can be used flexibly and consequently the reliability of system

was improved. In order to show the performance of designed IC, the test was conducted successfully in Quartus simulation

and experiment and the excellence was compared with the 85C3016VSC of ZILOG company that are used widely as

chips for synchronou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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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망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성

을 향상시키고, 전력의 생산 및 소비의 다양한 정보를

양방향 및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그린에너지의 효율

을 최적화 하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이다. 현재 동기 및

비동기 통신 시스템들은 수많은 제어장치들 간의 여러

가지 정보들은 동기 및 비동기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지

며 각 기기의 특성마다 다양한 통신으로 정보를 송수신

한다. 이러한 다양한 통신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

신 시스템에 맞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로 구현하게 되

는데, 여러 가지 통신 상황에 맞는 칩으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이 복잡하고

시스템의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며 통신 시스템을

구성시 한계가 있다[1,2]. 또한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시스템 디바이스들은 여러 회사에서 생산 중이며, 대표

적인 회사로서는 ZILOG, NS, TI, Intel 등이 있으며 동

기 및 비동기 통신 시스템의 구현이 쉽기 때문에 많은

통신방식에서 사용되고 있다[3]. 하지만 현재 단종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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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이들 통신 시스템들은 1개 또는 2개 채널을 가

지고 있다. 또한 버퍼가 없거나 16 바이트 이하의 소용

량 버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의 통신을 할 경우

MPU(Micro Processor Unit)에 걸리는 부하가 많아지게

되어 송수신 속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디지털 필터, 첵

섬(Check-sum), CRC-ITU-T 로직이 설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간 노이즈에 취약하거나 데이터 에러

검출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4,5].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존에 상용되고 있는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칩

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 채널의 수를 최대

8채널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기존 통신 시스템과 달리

송수신 입/출력 및 송신 드라이버, 그리고 송수신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송수신 LED 포트 및 MUX 로직에

의해 자유롭게 채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통

신 채널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다[6]. 또한 통신 속도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송수신 버퍼의 크기를 동

기 통신 1024 바이트, 비동기 통신 256바이트로 설계하

였고, CRC-ITU-T 로직, 디지털 필터 및 첵섬로직을 통

하여 에러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7]. 설계된

통신칩은 ALTERA사에서 제공하는 CPLD나 FPGA의

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인 QuartusⅡ를 사용하여 시

뮬레이션 하였다[8,9,13]. 또한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스

마트그리드의 통신시스템을 구축하였다[12]. 아울러 다

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

해 산업용 통신 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ZILOG사

의 85C3016VSC와 TI사의 TL16C550A와 ATMEL사의

ATmega128 범용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본 논

문에서 설계된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우

수함을 실험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2.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설계

2.1. IC(Integrated circuit) 설계사양

본 논문에서 설계한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설계를 위해 ALTERA사의 Cyclone Ⅱ Series

EP2C35F672C8을 선정하였고 송수신 버퍼의 크기는

기존보다 수십 배 많은 동기 통신 1024 바이트, 비동

기 통신 256 바이트로 설계하였다. 전송 속도는 동기

통신은 최대 2Mbps로 설계하였고, 비동기 통신은

2,400bps에서 최대 115,200bps로 설계하였다. 표 1에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설계 사양을 나타

내었다.

2.2.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FPGA를 이용한 다채널 동기 및 비동

기 통신용 IC를 설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그림 1은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구

조이며 기존의 통신 방식에서 1바이트 형태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것과 달리 동기 통신은 1024 바이트, 비

동기 통신은 256 바이트 용량의 버퍼를 가지고 있어

저속의 MPU를 사용하더라도 고속의 통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구현

2.3.1 CRC-ITU-T에 의한 에러검출 구현

동기 통신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전송되는 데이터는

외부 환경에 의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

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에러를 검출하는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multi-channel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communication IC

항  목 내    용

사용하는 FPGA Cyclone Series EP2C35F672C8

채널 수
동기 4채널

비동기 4채널

버퍼 크기
동기 송수신 각각 1024 바이트

비동기 송수신 각각 256 바이트

전송 속도

동기 2 Mbps

비동기

2,400bps, 4,800bps, 9,600bps, 

19,200bps, 38,400bps, 57,600bps, 

115,200bps

적용 가능한 

통신 드라이

버

동기
NRZ, NRZI, Manchester,

Differential Manchester

비동기
RS232C, RS485, RS422,

 Current-loop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Data Bus 8비트

Address Bus 14비트

Control Signal
, , ,

,CLK

인터럽트

특수 기능

동기
CRC-ITU-T, Multi-channel MUX 

Selection, Echo back

비동기

Digital 필터, Check-sum, Parity bit 

error, Over run error, Multi-channel 

MUX Selection, Frame error, Echo 

back

가변 Preamble 8 비트

동작 주파수
동기 40 MHz

비동기 18.432MHz

RD WR CS

RST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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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CRC-ITU-T 방식 로직을 설계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10,11].

2.3.2 오동작 방지 및 에러검출 로직 구현

비동기 통신시 정확한 데이터 송·수신하기 위해서

는 에러를 검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기존 통신 시스템의 대표적인 방법인 패

리티 비트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첵섬

방법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보완된 에러 검출로 인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 순간적인 노이즈가 수

신쪽에 인가되어 잘못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디지털 필터가 설계되어 내장되어 있다. 그

림 2와 3에서 알고리즘 및 로직을 보여주고 있다.

2.3.3 DPRAM에 의한 고속처리 로직 구현

기존의 통신 칩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송수신 동시

엑세스(Access)가 가능한 듀얼 포트 램(DPRAM : Dual

Port RAM)을 이용하여 송수신 각각 동기 통신은 1024

바이트, 비동기 통신은 256 바이트의 대용량을 갖는 버

퍼 로직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버퍼가 없는

통신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발생되는 소

요 시간들을 보완하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대용량 버퍼

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구현하였다. 그림 4의 (a)는 송신부 DPRAM의

구조이며, 그림 4의 (b)는 수신부 DPRAM의 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 

2.3.4 채널 MUX SEL(Selection) 로직 구현

기존의 기존의 통신 시스템은 각각의 채널이 하드웨

Fig. 1. The structure of multi-channel synchronous and asynchronous communication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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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하드웨어로 바

꾸게 될 경우 회로를 재설계 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통신 시스템과 달리 송수

신 입/출력 및 송신 드라이버, 그리고 송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송수신 LED 포트가 MUX SEL 레지

스터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통신

채널에 대한 입/출력 포트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그림 5는 채널 MUX에 대한 구조이며

각 채널 별로 3비트 MUX SEL 레지스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레지스터에 값을 입력함으로써 8개의 입/

출력 포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유

연성을 향상시켰다.

3.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 검증

본 논문에서 설계된 CRC-ITU-T, 디지털 필터, 첵섬,

대용량 송신 및 수신 버퍼의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

신용 IC의 성능 평가를 위해 동기 통신용 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ZILOG사의 85C3016VSC와 비동기 통

신용 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I사의 TL16C550A

Fig. 2. The algorithm of digital filter

Fig. 3. The operation process of Check-sum logic

Fig. 4(a). The structure of DPRAM (TX)

Fig. 4(b). The structure of DPRAM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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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TMEL사의 범용 마이크로 콘트롤러인 ATmega128

를 본 논문에서 설계된  통신 시스템과 성능평가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6에서는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성능 평가를 위한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

내었다.

그림 7은 동기 통신 방식에서 데이터 1개 송신할 때

CRC-ITU-T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1MHz로 START프리

엠블(0x7E : 01111110), 송신 데이터(0x01 : 10000000),

START 프리엠블(0x7E : 01111110) 1개, 데이터 8비트,

CRC1(0xF1 : 10001111), CRC2(0xE1 : 100000111), END

프리엠블(0x7E : 01111110)로 NRZ, 방식으로 인코딩 및

디코딩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기존 비동기 통신용 칩에서 디지털 필터링

기능이 없는 경우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림으로써

채널 3은 송신 데이터를 관측한 파형이며 데이터를 보

낼 때 노이즈(Noise)1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채널

2는 수신 데이터를 관측한 파형으로 노이즈 1이 포함

되어 잘못된 데이터를 수신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는 디지털 필터링 기능이 있는 경우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실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노이

즈1이 필터링 되어 정확한 데이터를 CH2에서 수신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 The block diagram of MUX logic 

Fig. 6. The total block diagram for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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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계된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고속통신 로직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데이터

송/수신 수행 시간을 비교한 것을 표 2와 표 3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0과 11은 각각 동기 및 비동시 통신시  송수

신 데이터에 따른 수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본 논문에

서 설계된 IC가 기존의 IC에 비해 동기는 약1.7배, 비

동기는 약 3.3배 빠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스마트그리드

의 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FPGA를 이용하여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를 설계하였다. 기존에 상용

되고 있는 통신 칩들은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고속통신

이 어렵고, 통신간 에러검출의 한계가 있으며, 채널수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기 및 비동기 통신시스템을

유연히 대처하고 또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구축을 위해

서 송수신 버퍼의 크기를 각각 동기 통신은 1024 바이

Fig. 7. The experimental result of CRC-ITU-T

Fig. 8. The experimental result without digital filter

Fig. 9. The experimental result with digital filter

Table 2. The performance comparison of designed IC and

85C3016VSC

본 논문에서 설계된 IC 85C3016VSC

수행시간 데이터 수 수행시간 데이터 수

0.7626ìs 1 바이트 1.326ìs 1 바이트

7.626ìs 10 바이트 13.26ìs 10 바이트

76.26ìs 100 바이트 132.6ìs 100 바이트

152.52ìs 200 바이트 265.2ìs 200 바이트

228.78ìs 300 바이트 397.8ìs 300 바이트

305.04ìs 400 바이트 530.4ìs 400 바이트

381.3ìs 500 바이트 663ìs 500 바이트

457.56ìs 600 바이트 795.6ìs 600 바이트

533.82ìs 700 바이트 928.2ìs 700 바이트

610.08ìs 800 바이트 1060.8ìs 800 바이트

686.34ìs 900 바이트 1193.4ìs 900 바이트

762.6ìs 1000 바이트 1326ìs 1000 바이트

Table 3. The performance comparison of designed IC and

TL16C550A

본 논문에서 설계된 IC TL16C550A

수행시간 데이터 수 수행시간 데이터 수

0.795ìs 1 바이트 2.55ìs 1 바이트

3.89ìs 5 바이트 12.75ìs 5 바이트

7.78ìs 10 바이트 25.5ìs 10 바이트

19.4ìs 25 바이트 63.75ìs 25 바이트

38.8ìs 50 바이트 127.5ìs 50 바이트

77.6ìs 100 바이트 255ìs 100 바이트

116.8ìs 150 바이트 382.5ìs 150 바이트

156.8ìs 200 바이트 510ìs 200 바이트

202.24ìs 255 바이트 650.25ìs 255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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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비동기 통신은 256바이트로 IC를 설계함으로써 고

속의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1∼2개의

통신 칩의 채널을 최대 8개의 채널로 설계하여 원가 절

감 및 기능과 성능을 향상 시키도록 설계하였으며, 통

신시 오동작 방지 및 에러검출을 위해 디지털 필터, 첵

섬, CRC-ITU-T 로직을 설계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채널 MUX 로직을 설계하여 각 채널별 입/출력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통신 채널에 대한 입/출력

포트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

문에서 설계된 디지털 필터, 첵섬, CRC-ITU-T, 대용량

버퍼를 이용한 고속통신 로직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대용량 버퍼의 고속통신

로직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동기 통신 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ZILOG사의 85C3016VSC와 비동기 통

신 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I사의 TL16C550A와

ATMEL사의 ATmega128 범용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사

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시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

기 통신의 데이터 송수신 수행시간 속도는 약 1.7배 이

상 빠르게 수행되었고, 비동기 통신은 약 3.3배 이상

속도가 빠르게 수행되어 본 논문에서 설계된 다채널

동기 및 비동기 통신용 IC의 우수성을 확인하였고 스

마트그리드 통신 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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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ynchronous communication performance

Fig. 11. The asynchronous communication performance

comparison of data sending and receiving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