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4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9 권 SD 편 제 4 호 15

논문 2012-49SD-4-3

K-FPGA 패 릭 구조의 평가 툴킷

( Evaluation Toolkit for K-FPGA Fabric Architectures )

김 교 선
*

(Kyosun Kim)

요  약

FPGA용 CAD툴에 한 학계의 연구는 상용 FPGA에 용하기에는 단순하고 비효율 인 아키텍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 뒤처져 왔다. 최근 상용 FPGA 아키텍처의 배치 치  배선 그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

함으로써 상용 FPGA에 용할 수 있는 배치 배선 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신규 FPGA 아키텍처로 

개발되고 있는 K-FPGA의 경쟁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툴킷 개발에 해 기술한다. 이는 학계 CAD 툴의 실용성 한계를 한층 

더 확장하고 있다. 기존 상용 툴과 매핑, 패킹, 배치, 배선 각 단계 별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어 세부 툴별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  단계의 결과물을 기다리거나 결과의 질에 향을 받지 않으면서 각 단계를 독립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다. 

한, 상용 FPGA의 아키텍처를 추출하여 단  셀 라이 러리를 구축함으로써 FPGA 아키텍처의 신규 개발 시 참조 설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시 벤치마킹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 다. 특히, 아키텍처 정보를 툴 내에 하드 코딩하지 않고 하드웨어 설계자에게 

익숙한 표  HDL 형식으로 기술하여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키텍처에 수시로 다양한 변경을 시도하면서 최 화해도 

툴이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동 방식의 툴 개발을 추구하 다. 실험을 통해 단  셀 라이 러리  툴 기능을 검증하

으며 개발 에 변경되고 있는 FPGA 아키텍처 상에서 임의의 설계를 매핑해 보고 정상 동작할 지 시뮬 이션으로 검증할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배치  배선 툴이 개발 이며 이들이 완성되면 실용 이고 다양한 신규 FPGA 아키텍처들을 개발하고 그 경쟁력

을 평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아키텍처를 한 최 화 CAD 툴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 지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FPGA CAD tools in academia has been lacking practicality due to the underlying FPGA fabric 

architecture which is too simple and inefficient to be applied for commercial FPGAs. Recently, the database of placement 

positions and routing graphs on commercial FPGA architectures has been built, and provided for enabling the academic 

development of placement and routing tools. To extend the limit of academic CAD tools even further, we have developed 

the evaluation toolkit for the K-FPGA architecture which is under development. By providing interface for exchanging 

data with a commercial FPGA toolkit at every step of mapping, packing, placement and routing in the tool chain, the 

toolkit enables individual tools to be developed without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step, and with no 

dependency on the quality of the results, and compared in detail with commercial tools at any step. Also, the fabric 

primitive library is developed by extracting the prototype from a reporting file of a commercial FPGA, restructuring it, and 

modeling the behavior of basic gates. This library can be used as the benchmarking target, and a reference design for 

new FPGA architectures. Since the architecture is described in a standard HDL which is familiar with hardware designers, 

and read in the tools rather than hard coded, the tools are “data-driven”, and tolerable with the architectural changes due 

to the design space exploration. The experiments confirm that the developed library is correct, and the functional 

correctness of applications implemented on the FPGA fabric can be validated by simulation. The placement and routing 

tools are under development. The completion of the toolkit will enable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FPGA architectures 

which, in return, will synergically animate the research on optimization CA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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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 까지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에 한 기존 연구는 IP 검증, 신규 디지털 시스템의 

로토타이핑, 는 하드웨어를 통한 운 체제 확장 실험 

등과 같이 상용 FPGA 소자를 설계 구 에 응용하는 

형태, 그리고 단순한 FPGA 가상 구조를 정의하고 그 

구조에서 다양한 설계 변수를 최 화하는 CAD툴 연구 

형태
[1～2]

의 극단 인 두 유형으로 양분되어 왔다. 그러

나 실용 인 연구가 되려면 상용 FPGA 구조에 직  

용할 수 있는 합성, 배치, 배선 등의 CAD툴을 개발하

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 까지 상용 FPGA 소자의 데

이터베이스는 개발사만의 유물이었고 CAD툴을 개발

하려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는 충

분하지 않았다. 만약 학계에서 CAD 툴 개발 후 그 성

능을 실제 FPGA 상에서 실험할 수 있다면 신뢰도 높

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Freuβer

와 Spallek은 범용 구조의 캐리 체인을 수용할 수 있도

록 상용 FPGA의 패 릭 (Fabric)을 구성하는 슬라이스

의 구조를 변경하여 그 개선 효과를 여러 가지 실험으

로 측하 다
[3]
. 만약 구조 변경에 따라 필요한 툴 변

경 요구 사항을 상용 FPGA를 해 제공되는 CAD툴에

서 직  수정하여 그 개선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즉

시 제품에 용할 수 있게 되며 학계의 연구가 업계의 

발 을 가속화시키는 바람직한 모델이 구축될 것이다. 

최근 이러한 학계의 시도가 USC 그룹의 Torc[4]  

BYU 그룹의 RapidSmith
[5]
 툴킷 형태로 나타났다. 두 

툴킷 모두 Xilinx 사의 XDL 일 형식[6]을 근간으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C++/Java 형태의 API 

(Application Programmable Interface)를 제공함으로써 

설계 입력, 논리 합성, 패킹, 배치, 배선, 아키텍처 뷰어 

등을 러그-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계층  

재구성을 통해 패 릭 배열 구조를 효율 으로 표 함

으로써 XDL 기술을 1000배 이상 데이터 압축하는 시범

을 보이기도 했다. 하드 매크로를 사용하여 FPGA 컴

일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
[7]
에서 Torc가 응용되었는데 

이는 상용 FPGA를 상으로 하는 학계 최 의 CAD 

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기본 특허의 만료 시기가 다

가오면서 Xilinx  Altera의 아성이었던 FPGA 산업에 

세계 으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심을 보이고 있으며 

FPGA 툴킷 랫폼[8]을 공 하는 문 업체가 등장하기

도 했다. 이들도 모두 XDL을 통한 Xilinx FPGA와의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기 로 하고 있다. 국내에

서도 “Configurable 디바이스  회로구  기술”이라는 

지식경제부 기술 신사업이 2009년부터 진행되어 왔으

며 신규 아키텍처인 K-FPGA가 개발되고 있다. 본 논

문은 상기 과제에서 K-FPGA 아키텍처를 개발  평

가하는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아키텍처 변화에 한 툴

킷의 유연한 처 방안을 소개한다. Torc나 

RapidSmith 등의 기존 툴킷이 주로 상용 FPGA의 패

릭 배열 구조를 추출하여 C++/Java API로 제공함으로

써 그 구조상에서 배치  배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을 두고 있는 반면에 K-FPGA 툴킷은 

상용 FPGA 툴킷과의 인터페이스를 긴 히 구축하여 

툴 검증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패 릭  

그 배열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규 구조로 교체할 경우 

툴에서 변경 사항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이 다르다. 특히, 로그래  언어 기반의 API 신에 

하드웨어 설계자에게 익숙하며 시뮬 이션 검증이 가능

한 표  하드웨어 기술 언어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HDL)를 사용하여 패 릭 기본 구조를 기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매핑된 넷 

리스트를 패 릭 구조에 패킹할 때의 구성 규칙도 

HDL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 다.

Ⅱ. 본  론

1. 배경 이론

상용 FPGA 툴킷을 설명하려면 먼  상용 FPGA의 

패 릭 구조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1에 Xilinx Spartan 

III[9] 슬라이스 구조를 나타내었다. 먼  F와 G로 표시

된 LUT (Look-Up-Table)가 2개, FFX와 FFY로 표시

된 립 롭이 2개 포함되어 있다. 한, 입력 수가 많

은 폭 입력 함수 구 을 한 멀티 서 (F5MUX 

 F6MUX), 그리고 산술연산 논리 구 을 한 캐리 

멀티 서 (CYMUXF, CYMUXG)  용 게이트들 

(XORF, XORG, FAND, GAND)이 있다. 이 밖에 연결 

선택을 로그램 할 수 있는 멀티 서, 인버터(INV), 

스 치 (USED)들이 연결 경로를 재구성하여 구성 요

소들을 선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슬라이스들이 2차원 배열 구조 형태로 FPGA 칩 상

에 수천∼수백만 개 분포되며 그것들 사이사이에 배치

된 스 치 박스들이 슬라이스들 간의 연결을 결정한다. 

슬라이스 내부 혹은 스 치 박스 내에서 연결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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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Xilinx Spartan III 슬라이스 (SLICEL) 구조

Fig. 1. Slice structure (SLICEL) of the Xilinx Spartan III.

그림 2. 폭 입력 함수의 FPGA 구

Fig. 2. FPGA Implementation of a wide fanin function.

하는 멀티 서들은 SRAM 내에 장된 비트 값으로 

제어되는데 이 비트들은 외부 비휘발성 메모리에 장

되었다가 기화 시에 스트림 형태로 FPGA 칩에 로드

된다. 결국, FPGA 툴킷의 최종 목표는 소자 기능  

연결을 재구성하여 FPGA 칩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하는 이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최근까지 학계에서는 LUT와 립 롭만 존재하는 

매우 간단한 슬라이스 구조를 가정하여 자동화 툴이 연

구되어 왔다. 학계의 표 인 논리합성 툴은 UC 

Berkeley의 ABC[1]이고 배치 배선 툴은 캐나다 토론토 

학의 VPR[2]이다. 간단한 슬라이스 구조를 가정하기 

때문에 ABC에서 합성되는 회로는 그림 2(a)와 같이 

LUT와 립 롭들만 연결된 형태이다. 사실 4-입력 

LUT로 입력이 4개인 모든 조합 논리의 구 이 가능하

며 조합 논리의 입력 개수가 늘어나도 LUT들을 트리 

형태로 연결하면 되므로 이 형태로 어떤 디지털 회로도 

구 할 수 있다. 그림 2(b)에 LUT를 트리 형태로 연결

하여 입력이 5개인 조합 논리를 구 한 회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의 슬라이스 구조를 사용한다면 2개의 슬

라이스 (S0와 S1)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만약, 그림 1

의 슬라이스에 있는 F5MUX를 사용하여 Shannon의 확

장 정리를 용한다면 그림 2(c)의 S0 슬라이스에서와 

같이 2개의 LUT, 즉 하나의 슬라이스만으로 렴하게 

5-입력 조합 논리를 구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S1 슬

라이스로  하나의 5-입력 조합 논리를 구 하고 이 

둘을 S0 슬라이스의 F6MUX로 연결하면 6-입력 조합 

논리를 구 할 수 있다.

사실, 폭 입력 함수가 많지 않은 설계의 경우 이 

멀티 서 사용으로 인한 슬라이스 사용량 감축은 크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회로의 속도를 결정하는 슬라

이스의 단수가 감소된다는 이 더 요하다. 신호가 

하나의 슬라이스에서 다른 슬라이스로 달될 경우 긴 

연결선을 지날 뿐만 아니라 스 치 박스를 하나 이상 

거치게 되는데 이 배선 지연 시간은 LUT의 게이트 지

연 시간보다도 더 우세하게 된다. 따라서 슬라이스 단

수가 증가하면 회로의 성능이 하될 수밖에 없다. 그

림 2(c)에서 LUT 출력들은 내부의 용 배선을 통해 

F5MUX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배선에 의한 지연은 거

의 무시할 수 있다. 한, F5MUX 출력을 F6MUX로 

연결시킬 경우에도 인 한 슬라이스 간에 용 지역 배

선을 만들면 스 치 박스를 거치지 않고 단거리로 연결

될 수 있다. 그림 2(b)의 회로는 2단의 슬라이스 연결로 

5-입력 조합 논리를 구 하며 6-입력을 구 하려면 3

단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그림 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 입력 멀티 서와 용 배선을 이용하

면 6-입력이나 그 이상의 입력에도 슬라이스 단수가 늘

어나지 않는다.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에서는 개 캐리 체인의 

지연 시간이 회로 체의 성능을 좌우한다. 이 경우에

도 슬라이스의 단수를 이는 것이 요하다. 그림 3(a)

는 2-비트 리  캐리 가산기 회로를 나타내었다. 이를 

LUT만으로 구 한다면 그림 3(b)와 같이 될 것이며 첫 

번째 캐리 출력 C1이 S0 슬라이스에서 S1 슬라이스로 

연결되어 2단 회로가 된다. 비트 수가 증가하면 단수는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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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캐리 체인의 FPGA 구

Fig. 3. FPGA Implementation of a carry chain.

그림 4. FPGA 설계 툴 체인 사용 차

Fig. 4. FPGA design flow using the tool chain.

비트 수만큼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3(c)와 같이 

캐리 멀티 서와 용 XOR 게이트들을 사용하면 한 

슬라이스 안에 2-비트 가산기를 구 할 수 있다. 한, 

인 한 슬라이스와 용 지역 배선을 통해 연결하면 가

산기의 비트 수가 증가하더라도 단수 증가를 피할 수 

있다.

그림 4에 FPGA 설계 툴 체인 사용 차를 나타내고 

있다. 먼  RTL HDL로 기술된 설계가 입력되면 HDL 

컴 일러가 하드웨어 추론을 통해 이를 논리 수식

(Logic)으로 변환한다. 논리 수식을 최 화한 후 LUT

와 립 롭 등과 같은 논리 단  셀 (LUTs)에 매핑시

킨다. 이 때, 산술 연산 용 게이트, 폭 입력 함수 멀

티 서, 블록 메모리, 블록 승산기 등이 포함된다. 흔

히, 배치와 패킹은 동시에 진행되며 패킹 후에는 LUT

와 립 롭 등이 슬라이스 내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넷 

리스트 상에 나타나지 않고, 패 릭 단  셀, 즉, 슬라이

스, I/O 버퍼 (IOB), 블록들로만 연결된 넷 리스트

(Slices)로 변환된다. Xilinx FPGA 툴킷은 이 넷 리스

트를 XDL 일 형식[6]으로 입출력한다. 이때, 슬라이스 

에 포함되는 논리 단  셀들  그들 간의 연결은 재구

성 속성 정보 형태(cfg)로 각 슬라이스에 장된다. 캐

리 체인  폭 입력 함수 구 에 사용되는 논리 단  

셀들은 멀티 서  용 게이트들 간의 인 성을 만

족시키기 해 상  배치 치가 미리 결정되며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필수 처리 과정으로 먼  패킹

한다. 배치에서 LUT  립 롭 등의 치가 결정되

면 그들이 속하게 될 슬라이스도 최종 결정되므로 패킹

이 완료된다. 배선은 다양한 길이의 수평, 수직 연결선

들 간에 치한 스 치들의 연결 방향을 선택하여 슬라

이스의 핀들을 서로 연결하는 경로를 만들어 내는 과정

이다. 배치 배선 후에는 각 스 치들의 상태를 나타내

는 비트들을 스트림 형태로 출력하여 FPGA 칩에 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

2. FPGA 패브릭 구조 개발 툴 킷

FPGA의 경쟁력은 칩 상에 주어진 패 릭에 일반

으로 어떤 규모의 회로를 구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능 도 (Function Density)  구 된 회로의 성능

으로 좌우된다. 이는 패 릭 구조, 즉, 슬라이스  스

치 박스, 블록의 내부 구조, 배선 형태, 그리고 이들의 

조성비  칩 상에 배치되는 배열 형태 등 복합  요인

들로 결정된다. 따라서 FPGA 패 릭 구조 개발 툴킷은 

새로운 패 릭 구조가 FPGA의 경쟁력을 얼마나 향상

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기

능 도  성능 향상을 해 LUT 입력 수를 늘리거나 

산술 연산용 용 게이트를 추가하거나 혹은 용 지역 

배선을 추가하는 등 패 릭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최

종 으로는 다양한 회로를 이 새로운 구조상에 구 했

을 때 과연 기능 도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확

인해야 한다. 따라서 매핑, 패킹, 배치  배선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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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킷 반에도 구조 변경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다. 신

규 FPGA 구조를 개발하면서 이러한 수정 요구가 수시

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툴이 패 릭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 Torc
[4]
  RapidSmith

[5]

는 XDL을 통하여 Xilinx FPGA와 넷 리스트 호환성 등

을 먼  확보하고, 상용 FPGA의 배치  배선 구조 데

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계에서도 상

용 FPGA를 한 배치 배선 툴을 개발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이들은 C++/Java 오 젝트들을 원시 코드 형

태로 제공하여 툴 개발  변경 효율성의 향상을 추구

하 다. 그러나 FPGA 패 릭 구조 변경 시 이를 탄력

으로 응하여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툴킷 개발에

는 지 않은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Xilinx 

FPGA의 슬라이스 구조가 툴킷 내에 하드 코딩되어 있

어 변경에 취약하다. 상용 FPGA를 한 툴 개발이 일

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인가? 툴 체인

이 완성된 다음 단계는 상용 수 을 능가하는 아키텍처

의 개발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툴킷이 지속 인 아키

텍처 변경을 허용하는 높은 범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분야의 연구가  다른 한계성에 부딪치고 말 것이

다. 따라서 툴 체인은 소 트웨어 내에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패 릭 구조를 정의하는 설계 데이터에 의해 제

어되는 데이터 구동 형태가 바람직하다. 특히, 설계 데

이터는 로그래  언어가 아니라 그동안 하드웨어 설

계자가 사용해 왔던 HDL로 기술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 으로 변경되는 아키텍처를 검증  

평가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실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동형으로 개발된 K-FPGA 툴킷을 

보고하고자 한다.

가. 단위 셀 라이브러리 개발 절차

그림 5에 단  셀 라이 러리 개발 차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 으로 모든 설계 데이터는 SI2 (Silicon 

Integration Initiative)에서 C++ 원시 코드로 제공하는 

oaDB (OpenAccess Database)[10]에 장된다. 이것은 

EDA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업계에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 인 표 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

통 데이터베이스이다.

Xilinx 툴킷은 칩 상에 단  셀의 배치 치  배선 

그래 를 XDLRC라는 용량 리포트 일로 출력한다. 

Torc[4]  RapidSmith[5]가 제공하는 상용 FPGA 패

릭 정보도 역시 이 일에서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 5. 단  셀 라이 러리 개발 차

Fig. 5. Design flow of primitive libraries.

그림 6. 배치 소자의 Verilog 기술

Fig. 6. Verilog description of two placeable components.

일은 이외에도 패 릭 단  셀의 게이트 수  회로도 

기술하고 있다. 이를 oaDB로 읽어 들인 후 Verilog 넷 

리스트 형태로 출력하면 Xilinx의 패 릭 단  셀의 

HDL 기술 원형(prototype.v)을 얻을 수 있다. 슬라이스, 

IOB, 블록 메모리, 블록 승산기 등 약 20종의 단  셀이 

구조 으로 기술된다. 단  셀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LUT나 립 롭 등 기본 게이트들의 원형도 100여종 

기술되어 있으나 이들의 동작 기술은 수작업으로 추가

해야 한다. 슬라이스 내부의 LUT는 원래의 기능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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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ROM/RAM으로도 확장 활용할 수도 있는데 LUT

를 분산 ROM으로만 확장 활용할 수 있는 슬라이스를 

SLICEL이라 하고 RAM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SLICEM이라 한다. 그림 1에 나타낸 것이 SLICEL의 

도면이다. 패 릭 셀 내부의 기본 게이트들은 LUT나 

립 롭 같이 논리 단  셀과 일 일 응되는 배치 

소자와 멀티 서 형태로 배치 소자 간의 연결을 결정

하는 특성 소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셀 이름에 ‘p’

와 ‘c’를 두사로 붙여 구분한다. 

그림 6은 표 인 배치 소자인 LUT와 립 롭을 

그림 7. 특성 소자의 Verilog 기술

Fig. 7. Verilog description of configurable components.

그림 8. SLICEL의 Verilog 기술 (일부 생략)

Fig. 8. Verilog description of SLICEL.

동작 모델링한 Verilog 기술이며 라미터를 통해 여러 

가지 기능  선택하여 재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7은 3가지 특성 소자를 모델링한 것으로 역시 

라미터를 통해 배치 소자들 간의 연결을 선택 으로 재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각 라미터에는 지정될 수 있

는 값들을 “values”라는 속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는 XDLRC에서 추출된 정보로서 모델링 시 이들 조합

에 해 동작을 기술하여야 한다. 추출된 회로에는 단

 셀 내 기본 게이트들 각각에 해 별도의 마스터 모

듈이 정의되어 있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이를 종

류별로 단일화 하면 계층 구조가 좀 더 간단해 진다. 

그림 8은 그림 1에 나타낸 패 릭 단  셀 SLICEL

의 Verilog 기술이며 지면 제약 상 그림 1의 회로에서 

아래쪽 반만 기술하 고 쪽 반은 생략하 다. 각 

라미터는 이름 사용의 충돌을 막기 해 ‘a’를 두사로 

사용한다. 라미터들은 XDL의 슬라이스 인스턴스에 

부여되는 재구성 속성 정보 (cfg)와 그 내용  순서가 

일치하며 그 값은 기본 게이트에 달되어 원하는 기능

과 연결을 구 한다. 다수의 라미터를 묶어서 하나의 

XDL 재구성 속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성 

규칙을 라미터의 속성으로 지정한다. 를 들어, XDL

의 “F” 속성은 라미터 값 세 개가 콜론(:)으로 묶여서 

“aF_INST:aF:aF_INIT” 형식으로 지정되도록 aF 라

미터에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패 릭 단  셀 라이

러리는 표  HDL로 기술되어 oaDB에 장되며 구

될 회로를 실제 패 릭 상에 재구성 해 놓고 원하는 동

작을 하는지 시뮬 이션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트 스

트림 정보로도 사용되는 슬라이스의 재구성 속성을 모

델 라미터에 응시켜 툴 체인 체에서 일 성 있게 

리한다. 따라서 HDL로 기술된 슬라이스 구조가 변경

되면 이 라미터가 바 기 때문에 모든 툴에 즉시 

향을 미친다. 논리 단  셀은 회로 시뮬 이션을 통해 

비선형 타이  모델을 개발한 후 그림 5에서와 같이 

Liberty
[11]

 표  형식으로 기술하면 oaDB에 장할 수 

있다. 이 라이 러리는 논리 합성, 타이  검증, 배치, 

패킹 등에서 사용된다.

나. K-FPGA 패브릭 검증 및 평가 시스템

개발된 FPGA 패 릭에 다양한 설계 제를 구 해 

으로써 패 릭을 검증하고 기능 도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매핑, 패킹, 그리고 

배치  배선 툴들이 평가 시스템에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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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두 가지 요한 요소가 있

다. 먼 , 평가 시스템 자체가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툴 별로 당  기술의 기 이라 할 수 있는 상용 

FPGA 툴 킷과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각 

툴들이 이  단계의 출력을 기다리거나 결과의 질에 

향을 받지 않으면서 독립 으로 개발되고 검증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먼  상용 FPGA의 패 릭 

아키텍처를 근간으로 한 단  셀 라이 러리가 필요한

데 앞 에서 그 개발 방법을 설명한 바 있다. 둘째로 

상용 툴과 간 단계의 결과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용 툴의 매핑 결과 (EDIF 형식)를 oaDB로 입

력하는 기능 (edf2oa)  상용 툴의 패킹  배치 결과 

(XDL 형식)를 oaDB로 입출력하는 기능 (xdl2oa, 

oa2xdl)이 개발되었다. 마지막으로 논리 단  셀 넷 리

스트 (LUTs)에 장된 패킹 정보에 따라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 (Slices)를 생성시키는 기능 (log2slice)  

반 로 Slices에서 패킹 정보를 추출하여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 (LUTs)에 장하는 기능 (slice2log)도 개

발되었다. 따라서 매핑  배치  필수 패킹의 개발 완

료를 기다리지 않고 상용 툴의 간 결과를 사용하여 

배치를 개발, 검증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며, 배치 

개발 완료 에 배선 개발을 시작할 수도 있다.

캐리 체인  폭 입력 함수에 포함되는 멀티 서 

 용 게이트들의 상  배치 치를 결정하는 필수 

처리 패킹도 데이터 구동 형태로 구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10과 같이 기술된 규칙을 읽어 들여 수행

된다. 즉, 매핑된 넷 리스트에서 논리 단  셀들을 그 

핀들의 연결 패턴에 따라 슬라이스 반쪽 단  (HS)로 

묶고 이들을 폭 입력 함수 멀티 서 (F5MUX, 

그림 9. K-FPGA 패 릭 검증  평가 시스템

Fig. 9. Validation and evaluation system for the 

K-FPGA fabric.

F6MUX)를 심으로 묶어 폭 입력 함수 트리를 추출

하거나 캐리 멀티 서 (CYMUX)를 심으로 엮어서

체인을 추출한다. 트리  체인에서 슬라이스는 수직으

로 층되는데 최하  좌표가 0이고 올라가면서 차례로 

증가한다. 각 반쪽 슬라이스(HS)가 속할 슬라이스의 좌

표를 결정하는 수식이 @s 값으로 주어지고 @h 값으로 

주어진 수식은 반쪽 슬라이스가 슬라이스 내에서 아래 

(@h = 0)에 혹은 에 (@h = 1) 치하는지 결정한다. 

따라서 패 릭 구조가 어떻게 바 더라도 그에 따라 이 

규칙을 수정하면 트리나 체인 구조의 필수 패킹 그룹을 

추출하고 그 상  치를 지정할 수 있다. 결과는 모

두 oaDB의 Property 형식으로 논리 단  셀 인스턴스

에 장된다.

논리 단  셀들을 패 릭 슬라이스 배열 상에 배치할 

때는 셀 종류별로 배치 가능한 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필수 패킹 그룹 내의 셀들은 같이 이동시켜야 

한다. 배치가 완료되면 해당 치에 따라 각 셀들이 속

할 슬라이스가 자동 으로 결정되므로 패킹도 완료된

다. 이 패킹 정보를 이용하여 논리 단  셀 넷 리스트를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로 변환 (slice2log)시켜야 하

는데 이때도 데이터 구동 형태로 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변환 규칙을 기술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블록 메모리나 블록 승산기는 논리 단  셀과 

그림 10. 배치  필수 패킹 규칙 기술

Fig. 10. Description of mandatory pre-pack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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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64-비트 분산 ROM의 CPIN 매크로 기술

Fig. 11. CPIN macros description of the 64-bit 

distributed ROM.

패 릭 단  셀 간에 핀  재구성 속성의 응 계만 

간단히 정의하면 되나, 분산 메모리의 경우는 다수의 

슬라이스에 매핑될 뿐만 아니라 폭 입력 함수 멀티

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들 간의 연결  슬라

이스 내의 재구성 속성이 복잡해진다. 그러나 사실, 다

수의 논리 단  셀들이 하나의 패 릭 슬라이스에 패킹

되는 일반 인 경우가 훨씬 더 복잡하다. 이는 그 패킹

되는 패턴이 수백 가지 조합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들을 모두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막 한 기술  도 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조건에 따라 연결  재구성 속성을 다르게 지

정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먼  하드웨어 설계자

에게 친숙한 Verilog 넷 리스트 형식을 사용하여 패

릭 단  셀 인스턴스들로 이 규칙들을 기술하도록 결정

하 다. 둘째, 연결을 조건에 따라 선택 으로 해야 하

기 때문에 각 핀에 연결된 넷을 기술할 때 단순한 이름

이 아닌 조건문을 지정하도록 하 다. 이를 CPIN 

(Conditional Property, Instance, and Net Names) 문법

이라 하며 C 언어  Verilog HDL의 조건문과 같이 물

음표(?)와 콜론(:)을 사용하여 <조건>?<참-이름>:<거

짓-이름>과 같이 기술된다. <조건>에는 &(AND), 

|(OR), !(NOT)을 포함하는 논리 연산자  등가 연산자 

(=, !=), 호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간략한 표 을 해 

<조건>과 <참-이름>은 생략될 수 있다. <조건>이 생

략되면 <참-이름>의 존재 여부가 조건이 된다. <조

건>이 거짓일 때 <거짓-이름>이 생략되면 핀은 미연

결 상태가 되며 속성은 생성되지 않는다. <참-이름> 

 <거짓-이름>에는  다른 CPIN 구문이 올 수 있어 

복잡한 조건을 표 할 수 있다. 핀 이름은 “.”이 두사

그림 12. CPIN 매크로 기술에 의해 변환된 64-비트 분산 

ROM의 XDL 기술

Fig. 12. XDL description of a 64-bit distributed ROM 

translated by the CPIN macro description.

로 붙으며 “`”가 두사로 붙은 이름( : `I0)은 라미

터에 지정될 수 있는 상수 값이다. 문자열은 호를 

사용하여 끼워 넣을 수 있다. CPIN에는 기호가 포함되

기 때문에 넷이나 인스턴스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백 

슬래시로 시작하고 여백 문자로 끝나는 확장 식별자 

(Escaped Identifier)를 이용한다. 라미터 값들도 역시 

CPIN으로 지정하는데 따옴표를 앞뒤로 사용하는 문자

열 형식을 취한다. 확장 식별자와 문자열은 여러 가지 

기호를 포함한 조건문 형식의 이름을 Verilog 문법에 

배되지 않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13은 그림 1에 나타낸 SLICEL의 CPIN 매크로 

기술을 보이고 있으며 역시 지면 제약 상 아래쪽 반만 

나타내고 쪽 반은 생략하 다. 슬라이스 내의 논리 

단  셀 인스턴스들  아래쪽에 있는 F, FFX, FAND, 

CYMUXF, XORF, F5MUX는 각각 L1, F1, A1, C1, X1, 

F5로 표기하고 쪽에 있는 것은 각각 L2, F2, A2, C2, 

X2, F6로 표기한다.

이 셀들의 핀과 연결된 넷은 “.” 연산자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데 를 들어 .CLK(\F1.C:F2.C )는 FFX의 

C핀에 연결된 넷이 있으면 그것을 슬라이스의 CLK 핀

에 연결하고 그 지 않으며 FFY의 C핀에 연결된 넷을 

연결하라는 의미이며 만약 FFX  FFY 모두 사용되지 

않으면 슬라이스의 CLK 핀은 미연결 상태로 남겨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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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LICEL의 CPIN 매크로 기술 (일부)

Fig. 13. CPIN macro description of SLICEL.

다. “@” 연산자는 단  셀의 특성을 확인할 때 사용한

다. 를 들어 C1.CI@pi는 CYMUXF의 CI핀에 푸쉬-

인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건이다. 슬라

이스 내의 인버터는 입력을 반 시키거나 비반  시키

도록 재구성할 수 있는데 푸쉬-인 인버터들이 넷 리스

트 상에 선택 으로 삽입되어 이들의 상태를 결정한다. 

한, C1@xo는 CYMUXF 의 출력이 슬라이스 외부와 

연결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밖에 F5=a는 F5MUX가 필

수 패킹 그룹의 앵커인지 확인한다.

CPIN 매크로 기술에 의해 논리 단  셀 넷 리스트가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로 변환되면 그 결과가 oaDB 

내에 장되므로 여러 가지 다른 형식으로 출력될 수 

있다. 그림 14는 CPIN 매크로 기술에 의해 변환된 

SLICEL 인스턴스를 Verilog로 출력한 것이다. 패킹 정

보를 근간으로 CPIN 매크로 기술에 따라 핀 연결  

라미터 값 지정이 정확히 기술되기 때문에 입력 벡터

만 기술하면 별도의 다른 비 없이 즉시 시뮬 이션을 

통해 패킹된 회로  패 릭 단  셀 라이 러리를 검

증할 수 있다. Default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라미

터는 Verilog 넷 리스트에 출력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14. SLICEL의 CPIN 매크로 기술에 의해 변환된 넷 

리스트의 Verilog 출력

Fig. 14. Verilog description of a slice translated by the 

CPIN macro description.

Ⅲ. 실  험

개발된 단  셀 라이 러리와 K-FPGA 패 릭 검증 

 평가 시스템의 검증 과정을 설명하기 하여 그림 

15와 같은 간단한 제를 선택하 다. 이것은 8-비트의 

두 입력 a와 b  하나를 멀티 서로 선택하여  다

른 8-비트 입력 c와 더하는 MUXADD 회로로서 입출

력이 모두 지스터를 통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캐리 체

인을 포함하고 있다. 먼 , 이 회로의 RTL 기술을 상용 

논리 합성 시스템인 Synplify에 입력하여 논리 단  셀 

넷 리스트를 EDIF 형식으로 출력하고 이를 다시 Xilinx 

ISE P&R 툴에 입력하여 XDL을 생성시켰다. 이로써 

검증 각 단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  데이터를 모두 

확보한 것이다.

먼  EDIF (edf2oa)  XDL (xdl2oa)을 oaDB에 읽

어 들 다. 다음, XDL을 통해 읽어 들인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로부터 배치  패킹 정보를 추출하여 

EDIF를 통해 읽어 들인 논리 단  셀 넷 리스트에 

그림 15. 검증 제 - MUXADD

Fig. 15. Test case - MUX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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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로 변환된 MUXADD

의 회로도면

Fig. 16. Schematic diagram of MUXADD translated into 

a fabric unit cell net list.

그림 17.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로 변환된 MUXADD

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7. Simulation results of MUXADD translated into a 

fabric unit cell net list.

장(slice2log)하 다. 장된 패킹 정보를 근간으로 

CPIN 매크로에 따라 논리 단  셀 넷 리스트로부터 패

릭 단  셀 넷 리스트를 새롭게 생성(log2slice)시켰

다. 그림 16은 이 넷 리스트로부터 자동 생성된 도면이

며 일부를 확 하여 보이고 있다. 이것을 XDL로 출력 

(oa2xdl)하여 Xilinx ISE에서 배선을 오류 없이 수행하

는지 확인하 다. 한, Verilog 형식으로 출력(oa2vlib)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17은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며 두 입력 a=00000010  b=00000100를 

교 로 c=00001000와 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CPIN 매크로에 따라 핀 연결과 라미터 값 지정이 정

확히 수행되며 지정된 라미터가 패 릭 단  셀  

그 하 의 기본 게이트에 달되어 원하는 동작이 수행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은 툴킷(edf2oa, xdl2oa, slice2log, log2slice, 

oa2xdl, oa2vlib)을 모두 검증할 뿐만 아니라 패 릭 단

 셀 라이 러리도 검증한다. 이 밖에 폭 입력 함수 

멀티 서, 분산 메모리, 블록 메모리, 블록 승산기 등

이 포함된 다른 규모 제도 사용되었으며 모두 성공

으로 수행되어 데이터 구동 방식 툴의 범용성을 확인

하 다. 이 변환 툴들은 설계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일

차원 인 복잡도를 가지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외 

없이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며 성능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추후 배

치 배선 모듈이 완성되면 성능에 한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및 향후 계획 

신규 FPGA 아키텍처로 개발되고 있는 K-FPGA의 

경쟁력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하 다. 기

존 상용 툴과 매핑, 패킹, 배치, 배선 각 단계 별로 데이

터를 교환할 수 있어 세부 툴별 비교 평가가 가능하며 

이  단계의 결과물을 기다리거나 결과의 질에 향을 

받지 않으면서 각 단계를 독립 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다. 한, 상용 FPGA의 아키텍처를 추

출하여 배치 치  배선 그래  데이터베이스, 그리

고 단  셀 라이 러리를 구축함으로써 FPGA 아키텍

처의 신규 개발 시 참조 설계  상시 벤치마킹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 다. 특히, 아키텍처 정보를 툴 내에 하

드 코딩하지 않고 하드웨어 설계자에게 익숙한 표  

HDL 형식으로 기술하여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아키텍처에 수시로 다양한 변경을 시도하면서 최

화해도 툴이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동 방

식의 툴 개발을 추구하 다. 실험을 통해 단  셀 라이

러리  툴 기능을 검증하 으며 임의의 설계가 개발

되고 있는 FPGA 아키텍처 상에 탑재되어 정상 으로 

동작할지 시뮬 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아직 배치  배선 툴이 개발 이다. 역시 칩 아키

텍처 기술에 따라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데이터 구동 형

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립 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들의 

결과를 평가에서 공정한 척도로 사용하려면 재 상용 

FPGA 툴킷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하다. 이

들이 완성되면 실용 이고 다양한 신규 FPGA 아키텍

처들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아키텍처에 최 화된 CAD 툴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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