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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반도체의 설계 복잡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SoC (System on 

Chip)의 다기능화 대면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chip 

면적 최적화(area optimization)가 SoC 설계의 주요 화두들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멀티모드 구조(Multi-mode architecture)는 이런 면적 

최적화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멀티모드 구조란 

하나의 하드웨어 모듈에 다수의 구성(configuration)을 둠으로써, 선택에 

따라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각 기능의 공통되는 부분의 

공유를 통해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SoC 는 수많은 application 들로 구성이 되며 각각의 application 들은 

또한 다수의 functional module 들로 구성되므로, SoC 시스템 전체에 대한 

멀티모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설계공간(design space)은 방대한 공간이 

된다. 이 설계공간 내의 특정 functional module 들을 선택하여 멀티모드 

설계를 적용하게 될 경우 각 조합에 따라 면적 최적화의 정도들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체 SoC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 효율을 위한 

최적의 멀티모드 대상 조합을 찾기 위한 설계공간 탐색(design space 

exploration, DSE)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멀티모드 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설계자가 임의의 

기준에 따라 선택한 대상 functional module 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합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방대한 설계공간 

내에서의 최적조합 해를 찾기 위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설계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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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감안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 최적해 조합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다. 빠르고 신뢰할 만한 DSE 를 위한 heuristic algorithm 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때 설계공간 내의 각 조합에 따른 면적 절약 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빠르고 신뢰할 만한 DSE algorithm 의 핵심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면적 절약은 합치게 되는 각 

functional module 들이 필요로 하는 functional unit 들 및 register 들을 

공유함으로써 얻어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mux 들이 추가로 사용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공유로 인한 면적 절약과 추가되는 면적 증가의 차에 의해 

면적 절약의 크기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를 갖는 application 에 대하여 최소 functional unit 개수, 

간단한 mux 개수를 최소화 하는 binding algorithm 을 통한 mux 증가량 

예측, 그리고 간단한 register 개수 예측 등을 통하여 선택한 대상 

functional module 들에 멀티모드 HLS(High-Level Synthesis, 상위수준 

합성)를 적용할 경우의 최소 면적절약 양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 의해 예측한 면적 절약이 실제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해 실제 면적 감소분과의 비교를 진행해 본다. 

제안한 면적 절약 예측 방법은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큰 설계공간 전체에 대해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설계공간 

내의 무의미한 조합들을 제외하거나 명백히 좋은 조합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냄으로써 설계공간의 크기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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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제 1 장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소형화된 다기능 기기들의 발전은 한두 

기능에 특화된 전통적인 embedded IC 들과는 달리 하나의 반도체 chip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집적되는 SoC(System-on-Chip)의 발전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반도체 미세공정화로 인한 칩 면적의 점차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형/박형의 기기에 대한 시장의 요구로 인한 칩 면적의 

제약은 다양한 기능들의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적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멀티모드 구조가 

제안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모드 구조란 하나의 

하드웨어가 정해진 모드(mode)에 따라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하드웨어 이기에 여러 기능을 

시간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시간상 상호 배타적인 

기능들 중에 조합하여 멀티모드 하드웨어를 만들게 된다.  

일례로 휴대폰에 사용되는 최신 이동통신 모뎀(modem) 칩의 경우 

GSM/GPRS 의 2 세대 통신 규격부터 LTE 와 같은 4 세대 규격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실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규격으로만 기지국과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각 통신 

시나리오에 맞춰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모뎀 면적을 상당부분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한 뛰어난 지원이 

요구되는 최근의 시장 요구에 맞춰 여러 하드웨어 가속기(accelerator)가 

포함되는 SoC 의 경우에도, 각 동작 시나리오에 맞춰 멀티모드 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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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전체 하드웨어 가속기의 면적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멀티모드 설계를 위해서는 실제 어떤 기능들을 하나로 합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며, 그 선택의 조합에 따라 절약되는 면적의 크기도 매우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멀티모드 구조를 전체 SoC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기능 모듈(functional block)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내에서 어떤 기능 

모듈들끼리 묶어주는 것이 전체 SoC 의 면적 최적화에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설계공간 탐색(design space exploration)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런 설계공간의 크기는 SoC 를 구성하는 기능 모듈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매우 큰 크기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수조사와 같은 

단순한(naïve) 방식 또는 사용자의 관찰에 의존하는 직관적인(intuitive) 

방식들로는 최적화된 효율을 얻기 힘들다. 

기존의 대부분의 멀티모드 구조에 대한 연구들은 주어진 둘 혹은 다수의 

모듈들을 하나의 모듈로 최적화하는 방법 자체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최적 조합이 될 후보를 찾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최적의 멀티모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설계공간 탐색 방법에 최종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우선 그 탐색 방법에 

핵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빠른 면적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그 사용이 

실제로 유효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본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 및 소개하고, 제 3 장에서는 제안하는 멀티모드 

설계에서의 면적절약 양에 대한 예측 방법을 정리한다. 제 4 장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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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예측 방법의 유효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본 후, 제 5 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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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연구 제 2 장

 

2.1 상위 수준 합성 (High-Level Synthesis) 

 

상위수준 합성은 하드웨어 설계 방법 중 한가지로, behavioral synthesis 

혹은 architectural-level synthesis 로도 불린다. 점차 SoC 가 복잡해 

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생산성을 높여 time-to-market 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고, 그 해결책 중 하나가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상위 수준(high-level)의 추상화(abstrac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기능과 조건들을 만족하는 최적의 하드웨어 구조를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1] 상위수준 합성은 일반적으로 C 또는 

SystemC 로 표현된 behavioral specification 을 input 으로 갖게 되며 

최종 결과물은 RT(register transfer)-level 로 구현된 하드웨어가 된다. 

그림 2.1 은 일반적인 상위수준 합성의 디자인 흐름을 보여준다. 기존의 

전통적인 RT-level 하드웨어 설계가 주어진 behavioral specification 을 

설계자의 경험 혹은 직관에 의해 하드웨어 구조를 결정하고 구현하는 

것이었다면, 상위수준 합성의 경우 정해진 algorithm 에 맞춰 scheduling 과 

binding 단계를 거치며 하드웨어 구조가 결정되게 된다. 즉 구현의 세부 

사항을 정해진 디자인 algorithm 과 (상위수준 합성을 담당하는) tool 에 

맡김으로써, 전체 디자인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높은 수준의 균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각 설계자들은 상위수준 합성의 개발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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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는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하드웨어 구조를 위해 다양한 

구성을 빠르게 시도해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초기의 연구 수준을 벗어나 최근에는 산업계에서도 점차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Calypto Design Systems 의 Catapult[2], Forte Design 

Systems 의 Cynthesizer[3], Synopsys 의 Synphony C Compiler[4], 

Cadence Design Systems 의 C-to-Silicon Compiler[5] 등 다양한 상용 

HLS tool 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그림 2.1 High-level synthesis design flow. 

Behavioral
Specification

Compilation

Data Flow 
Graph

Allocation

Scheduling

Binding

RTL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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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멀티모드 구조 설계 

 

멀티모드 구조란 하나의 하드웨어 모듈에 다수의 구성(configuration) 

또는 모드(mode)를 둠으로써, 하나의 하드웨어 모듈이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6]. 이와 같은 멀티모드 구조는 

하드웨어 모듈의 동작 중에도 손쉬운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사전에 고려된 기능 내에서의 제한적인 재구성성(reconfigurability) 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FPGA 의 재구성성 혹은 융통성(flexibility)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여러 기능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간상 상호 배타적인 기능들 중에 조합하여 

멀티모드 하드웨어를 만들게 된다. 

일례로 하나의 chip 안에 viterbi decoder 와 turbo decoder 가 동시에 

구현되어야 하나 동작 시나리오 상 두 decoder 가 동시에 decoding 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두 decoder 를 각각 개별의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 보다는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합쳐 하나의 

decoder 로 구현하는 것이 면적(area) 관점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기능 모듈(functional module)들을 유기적으로 합쳐 하나의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이 멀티모드 구조이다. 

멀티모드 구조는 ASIP(Application-Specific Instruction-set 

Processor) core 의 custom instruction 을 구현하는데 적용되기도 

하며[7], 이미 설계된 하드웨어 RTL 디자인을 대상으로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를 통하여 멀티모드 하드웨어를 구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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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ulti-mode architecture design point. 

한다[8][9][10]. 또한 상위수준 합성(High-Level Synthesis) 방법과 

연계하여 C-code 에서부터 바로 멀티모드 구조를 만들어내는 멀티모드 

HLS 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11][12][13]. 

그림 2.2 는 그림 2.1 에 멀티모드 구조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멀티모드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들을 추가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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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대상 application 들에 대한 DFG(Data Flow Graph)분석 

단계에서 멀티모드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각 대상 application 의 DFG 들을 

분석하고 그 중 공통되는 부분을 merge 함으로써 가능하다. 주로 

ASIP 에서의 custom instruction generation 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 단계에서 멀티모드를 고려할 경우 가장 높은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것이기에 멀티모드를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부분을 찾아내기에 가장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찾은 공통 부분을 하드웨어로 구현 

(implementation)하는 경우에는 각 대상 application 별로 요구되는 timing 

constraints 들이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 경우 DFG 상에서는 공통되더라도 

하드웨어 구현 상으로는 공통적인 설계를 가져가지 못 할 수도 있다. 

둘째로는 scheduling 단계에서 멀티모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application 별 timing constraints 를 반영한 멀티모드 설계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각 DFG 의 복잡도가 높을 경우 최적의 통합 scheduling 을 찾기가 

어려워 지며, 그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과 algorithm 의 계산 복잡도 사이의 

적당한 타협(trade-off)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셋째로는 binding 단계에서 멀티모드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scheduling 은 각각의 DFG 별로 진행한 뒤 binding 단계에서 멀티모드 

구조를 고려하여 binding 을 진행하게 되며, 두 번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계산 복잡도를 갖는다. 대다수의 기존 멀티모드 HLS 

연구들이 대부분 scheduling 단계와 binding 단계에서 적절히 algorithm 

복잡도를 나누며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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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scheduling 과 binding 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 멀티모드를 

고려할 수 있다. 즉 각 대상 application 별로 하드웨어가 완성된 상태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공유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멀티모드 적용을 위한 algorithm 의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data path 를 제외한 control path 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렵다는 

점과 단지 공유로 인한 면적 절약 외의 이득은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멀티모드 구조의 설계 방법들 중 멀티모드 HLS 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2.1 멀티모드 HLS vs. Datapath Merging 

 

DFG merging 의 경우 서로 다른 timing constraints 를 갖는 

application 들에 대해서는 멀티모드 하드웨어 생성에 어려움이 있기에, 본 

절에서는 멀티모드 HLS 와 datapath merging 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멀티모드 HLS 는 scheduling 단계 혹은 binding 

단계에서 대상 application 들을 함께 고려하여 scheduling 또는 binding 을 

진행함으로써 멀티모드 결과물을 생성하게 된다. 즉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각 application 들을 단독 하드웨어로 생성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scheduling, binding 이 적용됨으로써 필요 시 기존의 datapath 와는 

서로 다른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 반면 datapath merging 은 각각의 

application 들의 datapath 에 대한 구성은 이미 결정된 이후에 멀티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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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고려하게 되며, 따라서 각각의 application 의 datapath 자체에 대한 

구성의 변경은 불가능하게 된다. 

Datapath merging 의 장점은 비교적 간단한 algorithm 복잡도 및 그로 

인한 빠른 적용 시간이 된다. 이는 멀티모드 HLS 의 단점이기도 하다. 반면 

멀티모드 HLS 의 장점은 추가적인 자원들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한 면적 

절약에서 나아가 성능 향상을 꾀할 여지가 있다는 것과 scheduling, binding 

과정에서부터 멀티모드를 고려함으로 인해 control path 에서도 면적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A 모듈과 B 모듈을 하나의 멀티모드 구조로 설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주어진 각 constraints 들을 만족하기 위해 A 모듈은 덧셈기 3 개와 곱셈기 

1 개가 필요하고, B 모듈은 덧셈기 2 개와 곱셈기 2 개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경우 datapath merging 을 통해서는 각각 공통되는 덧셈기 2 개와 

곱셈기 1 개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멀티모드 HLS 에서는 A 모듈과 

B 모듈을 각각 덧셈기 3 개와 곱셈기 2 개를 사용하여 scheduling, 

binding 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이는 datapath merging 과 동일한 

resource 를 사용하면서도 각 application 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2.3 멀티모드 설계를 위한 시스템 수준 설계공간 탐색 

 

단순히 한 두 모듈을 합치는 것을 넘어, SoC 전체를 멀티모드 시스템으로 

구현하고자 할 경우, 앞서 이야기 하였듯 설계공간 탐색이 필수적으로 



 

 11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멀티모드 관련 연구들 중 이와 같은 설계공간 

탐색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 중 시스템 수준의 설계공간을 고려한 멀티모드 연구가 없지는 

않다. 논문 [8]에서 저자는 기존의 datapath merging 기법[9][10]을 

확장하여 RTL 로 이미 설계된 두 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hierarchical 

datapath merging 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설계공간 탐색이 아닌 큰 

설계공간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물을 곧바로 생성하는 algorithm 이나, 

임의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 DFG(Data Flow Graph) 또는 CDFG(Control 

Data Flow Graph)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러 DFG 들로 구성되는 큰 

설계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과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제안된 algorithm 은 각 대상 시스템 내의 세부 모듈들 간의 조합을 

hierarchy 에 따라 재귀적(recursive) 전수조사1로 비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비교가 maximum weight clique problem2을 포함하는 등 algorithm 

복잡도가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조합에 대해 예측을 해 

보아야 하는 설계공간 탐색을 위한 algorithm 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둘째, hierarchical datapath merging 은 각 대상 시스템 구성 내에서 

동일한 hierarchy level 에 있는 모듈들끼리만 merging 을 진행한다. 

따라서 두 대상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 hierarchical depth 가 상이할 경우 

                                                           

1 각 대상 시스템에서 같은 hierarchy level 에 있는 하위 모듈(sub module)들 
간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각 조사는 재귀적으로(recursive) 호출하게 된다. 
2  Maximum weight clique problem 은 NP-complete problem 이다. 
Approximation algorithm 으로 polynomial-time 에 동작하는 heuristic 
algorithm 도 존재하나 polynomial-time 내에서도 계산 복잡도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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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 물론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히 hierarchical depth 를 사전에 맞춰줄 수도 있겠으나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algorithm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3 전체 대상 시스템을 하나의 hierarchical level 로 풀어헤칠 경우 최적의 결과는 
얻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큰 규모의 시스템을 전수조사로 찾는 것과 동일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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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모드 설계의 면적 절약 예측 제 3 장

 

본 논문은 멀티모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설계공간 탐색 시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신뢰성 있는 예측 방법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조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설계공간 탐색의 특성에 맞춰, 

최대한 계산 복잡도가 낮은 algorithm 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1 면적 절약 예측 개요 

 

멀티모드 HLS 를 적용하고자 하는 각 대상 application 은 각각 서로 다른 

timing constraint 들 또는 area constraint 들을 가질 수 있다. 상위수준 

합성에 사용되는 scheduling algorithm 들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constraint 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선택되는 

algorithm 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최종 결과물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면적 예측의 단순화를 위해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만 주어지는 경우를 가정한다. 전용 하드웨어 형태로 구현되는 

대다수의 application 들은 요구되는 real-time 성능이 있으며, 이 경우 

최소의 하드웨어 resource 로 해당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를 갖는 pipelining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하드웨어는 functional unit 및 mux 등으로 이루어진 combinational 

logic 과 register 로 이루어진 non-combinational logic 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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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드 HLS 에서 얻어지는 면적의 절약 역시 combinational logic 과 

non-combinational logic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각 대상 

application 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functional unit 의 개수와 mux 의 증감을 

살펴봄으로써, 후자는 각 application 에서 사용되는 register 의 개수를 

살펴봄으로써 예측해 볼 수 있다.  

3.2 절과 3.3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면적 절약 예측 방법에 대해 

간단한 예제와 함께 설명한다. 

 

3.2 Combinational Logic 면적 절약 예측 

 

Combinational logic 의 면적 예측은 functional unit 의 공유를 통해 

얻어지는 면적 절약과 추가적인 mux 사용으로 인한 면적 손실의 차로 

계산된다. 

 	 . 	 = _ 	 − 	 _   ·  

  ·············· (3.1) 

 

3.2.1 Functional Unit 공유 면적 예측 

 

멀티모드 HLS 를 적용할 각 대상 application 들의 DFG/CDFG 를 분석해 

보면 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functional unit 의 종류 및 사용 

회수를 알 수 있다. 이때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II constraint 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FU(functional unit)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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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알 수 있다. Functional unit 공유를 통한 면적 절약 예측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FU 개수를 기준으로 멀티모드 HLS 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FU 개수를 세어봄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FU 공유에 의한 면적 절약의 총 합 _ 는 식(3.2)와 같이 

계산된다. 

 _ = ∑ ( ) × ( )∀ 	 ···· (3.2) 

 

이때 ( )는 해당 DFG 들을 멀티모드 구조로 생성 시 각각 개별의 

하드웨어로 만들 때 보다 줄어드는 FU 의 수를 뜻하며, ( )는 해당 

FU 하나의 단위 면적을 뜻한다. 

예를 들어 덧셈기가 각각 2 개, 3 개, 4 개가 필요한 모듈들을 멀티모드 

구조로 만든다고 하면, 최종 멀티모드 구조는 덧셈기가 4 개 사용되게 된다. 

이 경우 각각 개별적인 하드웨어로 만드는 경우(9 개)에 비해 5 개의 

덧셈기가 공유를 통해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 )는 식(3.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 (3.3) 

 

각 DFG 의 FU 의 필요 수량과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 해당 DFG 를 (II constraint 하에서) scheduling 하기 위한 

최소한의 FU 개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값이 ( , )가 된다. 

어떤 DFG 에 곱셈이 총 5 번 계산되는데 곱셈의 propagation delay 는 2 

clock, II 는 5 clock 이라고 하자. 이 경우 곱셈기 하나가 한 II 내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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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까지 binding 될 수 있으므로, 5 번의 곱셈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 개의 곱셈기가 있어야만 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 식(3.4) 

이다. 

 ( , ) = 	 ( , )
( )  ········ (3.4) 

 ( , )는 현재 DFG 에서 해당 FU 의 총 개수, 는 현재 

DFG 의 II 값, 그리고 ( )는 해당 FU 의 propagation delay 값이 된다. 

이때 와 ( )는 clock cycle 수 단위이다.  

한편, 동일 FU 에 대한 모든 ( , ) 값들 중 최대값이 ( ) 이 

된다. 

 ( ) = ∀ 	 ( , )	  ······ (3.5) 

 

제안한 예측 값 계산에 필요한 수치들 대부분은 각각의 DFG 들을 

분석하며 한번 계산하면 이후 멀티모드 조합을 바꾸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다. 각 값들이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_  계산은 

O(1)의 복잡도를 갖는 매우 간단하게(straightforward) 계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우 큰 공간에서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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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과 그림 3.2 는 각각 initiation interval 이 4 cycle, 2 cycle 인 

DFG 를 표현하고 있다. 이 두 DFG 를 멀티모드 DFG 로 합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편의 상 곱셈기는 수행에 2 cycle, 나머지는 1 cycle 에 수행이 

완료된다고 가정한다. 

 

그림 3.1 Example DFG_A (II=4 cycles). 

 

 

그림 3.2 Example DFG_B (II=2 cycles). 

+ - x +

x - +

shr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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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과 표 3.2 는 각각 DFG_A, DFG_B 가 주어진 II constraint 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functional unit 들의 숫자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경우 _ 을 실험에 사용한 TSMC 45nm generic 

공정에서의 각 functional unit 들의 단위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Min. Number of Funtional Units of DFG_A 

 
Num of Nodes 

in DFG 
Min. Num of FUs 

ADD 4 1 

SUB 2 1 

MUL 3 2 

SHR 1 1 

 

표 3.2 Min. Number of Funtional Units of DFG_B 

 Num of Nodes 
in DFG 

Min. Num of FUs 

ADD 3 2 

SUB 2 1 

MUL 3 3 

ABS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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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1 + 2 − 2) × ( ) + (1 + 1 − 1) × ( )+ (2 + 3 − 3) × ( ) + (1 + 0 − 1) × ( )+ (0 + 1 − 1) × ( ) 		= 1 × 67.208398 + 1 × 82.202398 + 2 × 585.647990	= 1320.706776	
 

3.2.2 Mux 공유 면적 예측 

 

멀티모드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 각 대상 application 들 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resource 들을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필수적으로 mux 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mux 가 얼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 해당 

조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면적 절약 양이 달라질 것이다. 

Mux 는 functional unit 에 사용되는 것과 register 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functional unit 을 위한 mux 의 경우 

DFG/CDFG 상의 각 node 가 실제 어떤 물리적 functional unit 으로 

binding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mux 의 개수 예측은 

functional unit binding 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Register 를 위한 

mux 의 경우, 마찬가지로 register binding 이 끝난 이후에 실제 필요 

개수를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functional unit 을 위한 mux 의 개수에 대해서만 예측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이 실제 예측의 정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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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unit 을 위한 mux 개수 예측을 위해 주어진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를 만족하기 위한 최소 functional unit 을 사용하면서 

mux 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간단한 binding algorithm 을 제안한다. Mux 

minimizing binding algorithm 은 각 DFG 의 edge 들을 기준으로 edge 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종류라면 같은 functional unit 으로 binding 을 해 

주는 간단한 원칙에서 진행된다.  

그림 3.3 은 제안한 mux minimizing binding algorithm 에 대한 pseudo 

code 이다. 설계공간 내의 각 조합별로 계산을 새로 해야 하지만 각 

DFG 별로 edge 개수에 비례하는 낮은 복잡도의 algorithm 이다.  

그림 3.4 는 binding 완료 후 mux 의 개수를 예측하는 algorithm 의 

pseudo code 이다. 각 FU 별로 binding 된 predecessor 의 개수를 세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predecessor 의 개수의 총 합은 결국 edge 개수와 

같으므로 최종적으로 검토 조합의 각 DFG 들의 edge 개수의 총 합에 

비례하는 낮은 복잡도의 algorithm 이 된다. 

최종적인 mux 증가에 따른 면적 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_  

 = ( , ) − ∑ ( , )∀ × ( )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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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ch	FU	&	each	portFOR	each	predecessor	IF	(predecessor’s	binded	FU	doesn’t	exist	in	LIST)	LIST.add	(predecessor’s	binding	FU);	ENDIF	ENDFOR	MUX_NUM(FU,PORT)	=	LIST.size()	–	1;	ENDFOR	 

그림 3.3 Pseudo code for mux minimizing binding. 

그림 3.4 Pseudo code for mux number estimation. 

SORT	edges	based	on	from	&	to	node	type	FOR	each	edge	type	WHILE	(all	edges	of	selected	type	is	binded)	IF	(from_node	is	not	binded)	find	resource	which	is	the	same	type	w/	from_node	&	remains	maximum	binding	capacity;	bind	to	selected	FU;	ENDIF		IF	(to_node	is	not	binded)	find	resource	which	is	the	same	type	w/	to_node	&	remains	maximum	binding	capacity;	bind	to	selected	FU;	ENDIF	ENDWHILE	EN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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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 )는 초기에 각 DFG 별로 한번 계산해 놓은 값을 

계속 사용하면 되며, ( , )는 검토하는 멀티모드 조합별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값이다. 

 

이번에도 그림 3.1 과 그림 3.2 의 예제 DFG 에 대해 mux 개수를 예측해 

보도록 하자. 표 3.3 은 DFG_A 의 각 edge 들을 정리한 표이다. Edge 

type 의 ()는 port 번호에 따라 기능이 바뀌는 node type 의 경우 각 port 로 

표 3.3 Edge Info Table of DFG_A 

Edge Type Num of Edges  Edge Type Num of Edges 

In1ADD 1  In11MUL 1 

In2ADD 1  ADDMUL 2 

In3SUB 1  SUBMUL 1 

In4SUB 1  MULSUB(1) 1 

In5MUL 1  ADDSUB(2) 1 

In6MUL 1  SHRADD 1 

In7ADD 1  MULADD 1 

In8ADD 1  MULSHR(1) 1 

In9ADD 1  SUBSHR(2) 1 

In10AD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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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edge 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 표와 표 3.1 의 functional unit 

개수를 이용하여 DFG_A 의 binding 을 진행해 보면 그림 3.5 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DDMUL edge 2 개를 우선적으로 binding 

함으로써 보이는 바와 같이 ADDMUL 이 모두 같은 functional 

module 로 binding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DFG_B 에 대해 binding 을 진행하면 그림 3.6 과 같은 결과를 

 

그림 3.5 Binding result of DFG_A (mono). 

+ - x +

x - +

shr x

+

 

그림 3.6 Binding result of DFG_B (mon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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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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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이번엔 SUBADD edge 2 개를 우선 binding 한 뒤 

ADDMUL edge 2 개를 binding 하였다. 결과적으로 SUB 와 ADD 는 

같은 functional unit 으로 binding 이 되었으며, MUL 의 경우 propagation 

delay 가 2 cycle 이라 한 II stage 내에 한 번 밖에 binding 될 수 없기에 

각각 서로 다른 functional unit 으로 binding 되었다. 

최종적인 mux 개수는 DFG_A 의 경우 9 개, DFG_B 의 경우 4 개가 

소요된다. 각 mux 의 세부 내역은 표 3.4 와 표 3.5 에 정리하였다. 

한편 멀티모드로 진행할 경우에는 DFG_A 와 DFG_B 의 functional 

unit 의 최대치를 가지고 binding 을 진행하게 되며, edge 정보 역시 

표 3.4 Mux Numbers of DFG_A (mono) 

FU Type MUX Num  FU Type MUX Num 

ADD 6  SUB 2 

MUL1 1  SHR 0 

MUL2 0    

 

표 3.5 Mux Numbers of DFG_B (mono) 

FU Type MUX Num  FU Type MUX Num 

ADD1 2  MUL3 0 

ADD2 0  SUB 2 

MUL1 0  ABS 0 

MUL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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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_A 와 DFG_B 를 합하여 binding 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그에 

따른 각 binding 결과는 그림 3.7 및 그림 3.8 과 같다. 최종적인 멀티모드 

구조에 따른 mux 개수는 19 개가 된다. 최종적인 _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_ = 19 − (9 + 4) × ( )	= 6 × 28.224001 = 169.344006 

 

그림 3.7 Binding result of DFG_A (multi). 

 

 

그림 3.8 Binding result of DFG_B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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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stimation of Non-combinational Logic Area 

 

Register 의 개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DFG 에 대해 scheduling 과 

binding 이 모두 완료 되어야만 가능하다. 보통의 HLS flow 에서는 주어진 

constraints 에 맞는 scheduling 을 통해 resource allocation4을 진행한 뒤, 

binding 과정을 통해 각 DFG node 들을 실제 resource 와 mapping 하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면적 예측의 경우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만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scheduling 과 상관없이 필요한 resource 의 개수가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combinational logic 에 

대한 예측 과정에서 진행한 binding 결과를 기준으로 scheduling 을 진행, 

register 개수를 예측하고자 한다. 

Scheduling 의 첫 단계는 DFG 의 각 node 들의 priority 를 계산하는 

것이다. Priority 계산은 sink node 에서 출발하는 longest path 

problem 이 된다. 따라서 DFG 에 cycle 이 있을 경우 계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값을 저장하여 다음 pipeline stage 에서 이용하는 pipeline 

stage 간의 dependency 가 있는 DFG 의 경우, cycle 을 만드는 해당 

dependency edge 는 끊고 계산하여야만 한다. 그림 3.9 은 priority 

calculation 의 pseudo code 를 보여준다. 

                                                           

4 주어진 DFG 를 구성하는 각각의 functional unit 들을 주어진 constraints 들을 
만족하는 개수만큼 결정하여 할당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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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all	nodes’ priority	=	0;QUEUE.push	(	sink_node	);	REPEAT	cur	=	QUEUE.pop;	FOR	each	cur’s	predecessors	IF	(	predecessor’s	priority	<	cur’s	priority	+	predecessor’s	propagation	delay	in	clock	cycles	)	update	predecessor’s	priority;	ENDIF	ENDFORUNTIL	worklist	is	empty

cur_step	=	0;REPEAT	FOR	each	functional	units	determine	RO;	(ready-operation)	
 Not	scheduled	highest	priority	nodes	among	the	nodes	which	are	binded	to	current	functional	unit	
 And	all	predecessors’	are	already	scheduled	IF	(	RO	exists	)	schedule	RO	to	cur_step;	ENDIF	ENDFOR		cur_step++;UNTIL	all	nodes	are	scheduled 

그림 3.9 Pseudo code for priority calculation before scheduling. 

그림 3.10 Pseudo code for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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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계산이 끝나면 이제 실제 scheduling 이 진행된다. 

Scheduling 은 resource constrained minimum latency 의 LIST 

scheduling algorithm 을 변형하여 이용한다. 그림 3.10 는 scheduling 의 

pseudo code 를 보여준다. 

이제 scheduling 이 끝났으므로 본격적인 register 개수를 예측해 볼 

때이다. 3.2.2 장에서 이야기 하였듯 계산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register binding 을 실제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register pressure 만 계산하여 봄으로써 필요로 하는 register 의 최소 

개수만 예측한다. Register pressure 는 Left-Edge Algorithm[14]을 

다소 변형하여 이용한다. 원래의 LEA 에서는 live range 를 그대로 

이용하나 pipelining 구조에서는 live range 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live range 를 initiation interval 만큼씩 자른 뒤 LEA 를 적용하여 

register pressure 를 구한다. 

이때 한가지 고려할 부분은 input 및 output 역시 pipelining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Input 이 II 이후에 이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 

pipeline stage 에 맞춰 input 이 들어오므로 이전의 input 값을 pipeline 

register 를 통해 보전해 주어야 한다. 또한 output 역시 최종 output 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전체 scheduling 단계에서 II 이전에 생성되는 

output 이 있다면 이를 pipeline register 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한편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하게 되면 각 DFG 들의 단독 HLS 때와 비교해 

functional unit 의 개수도 달라지며 그에 따라 scheduling 도 달라지게 된다. 

이는 register pressure 도 달라짐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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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드 구조로 오면서 각각의 DFG 들의 register pressure 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아닌 멀티모드 구조 적용시의 감소분이 된다. 따라서 _ 는 식(3.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_  

 = ∑ ( , )∀ − ( , ) × ( ) ··  

  ·············· (3.7) 

 

한편 각 ( , )  중 가장 큰 값을 ( , )라 하면, 

거의 모든 경우 ( , ) ≅ ( , )  이 된다. 이는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할 때 가장 큰 register pressure 를 보이는 DFG 를 

기준으로, 나머지 DFG 들은 해당 register 를 모두 shari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 , )	  ··· (3.8) 

 

따라서 	 .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_  

 ≅ ∑ (REG, )∀ − ( , ) × ( )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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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7) 대비 식(3.9)의 가장 큰 장점은, 약간의 오차를 감수하고 이와 

같이 계산함으로써 멀티모드 적용 시 각 조합마다 매번 새롭게 계산하지 

않아도 기존 각 DFG 들의 값을 이용하여 곧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이와 같은 식 계산의 단점은 실제와는 달리 조합에 따라 항상 동일한 

score 의 면적절약 예측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험 결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림 3.1 과 그림 3.2 의 예제 DFG 에 대해 

scheduling 을 진행해 보면 그림 3.11 및 그림 3.12 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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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Scheduling result of DFG_A (mono). 

 

 

그림 3.12 Scheduling result of DFG_B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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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scheduling 에 LEA 를 적용해 register pressure 를 구해 보면, 

DFG_A(mono)에서는 7 개, DFG_B(mono)에서는 14 개가 나온다. 각 

register pressure 의 상세 내역은 표 3.6 과 표 3.7 에 표시해 두었다.  

각 DFG node 의 구분을 위해 동일 type 의 node 에 대해서는 

numbering 을 하였으며 schedule 된 control step 이 작을수록, 동일 

control step 에서는 좌측에 있을수록 작은 번호가 붙었다. 

최종 non-combinational logic 에 대한 면적 절약 예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7 + 14) − 14 × ( ) × 64.915199 = 454.4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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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Register Pressure of DFG_A (mono) 

 CStep0,4 CStep1,5 CStep2,6 CStep3,7 

Reg0 ADD4 (output) 

Reg1 SHR 

Reg2 MUL3  

Reg3 ADD1 MUL2  

Reg4 SUB1 SUB2  

Reg5  MUL1 ADD3  

Reg6  ADD2   

 

표 3.7 Register Pressure of DFG_B (mono) 

 CStep0,2,4,6 CStep1,3,5,7 

Reg0 MUL3 (output) 

Reg1 input for MUL3 (stage1) 

Reg2 input for MUL3 (stage2) 

Reg3 input for MUL3 (stage3) 

Reg4 ADD1 

Reg5 MUL2 

Reg6 ADD2 MUL1 (stage1) 

Reg7 ABS  

Reg8 SUB2  

Reg9 Input for MUL2 

Reg10 MUL1 (stage0-1) 

Reg11 SUB1 (stage0-1) 

Reg12 SUB1 (stage1-2) 

Reg13 AD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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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제 4 장

 

4.1 실험 개요 

 

제안한 멀티모드에서의 면적 절약 예측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예측한 면적 절약 예측 값과 실제 절약된 면적의 양을 비교해 보면 

된다. 비교 결과가 얼만큼 선형성을 보이는가에 따라 예측의 정확성이 

결정될 것이다. 

처음 실험을 계획할 단계에서는 논문 [12]과 함께 공개된 멀티모드 HLS 

tool 인 GAUT[13]을 이용하여 멀티모드 RTL 생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진행하며 몇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는 선택한 멀티모드 구조 적용 대상 조합에 대하여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를 바꿔보며 실험을 진행할 때, HLS 가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error 가 발생하는 constraint 값들이 상당수 발생하였다. 특히 II 

constraint 를 갖는 대부분의 application 들의 경우 전체 latency 가 다소 

커지더라도 II constraint 값을 유의미하게 작게 가져감으로써 해당 모듈의 

throughput 을 높게 가져가는데 의미가 있는데, GAUT 를 통해 멀티모드 

HLS 를 진행할 경우 꽤 큰 II constraint 에서는 정상적으로 HLS 결과물이 

생성되다가도 II constraint 를 유의미하게 줄이면 최종 합성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여, 해당 tool 을 통해 실험하는 것의 유효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실제 논문 [12]의 실험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최소 



 

 35

11 cycle 에서부터 최대 260 cycle, 평균 69.4 cycle 의 상당히 큰 II 

constraints 들의 결과 밖에는 없었다. 

둘째는 정상적으로 HLS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 최종 RTL 결과물이 논문 

[12]의 설명과 다소 상이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몇몇 생성된 RTL 을 확인 

결과 실제 functionality 자체는 이상이 없으나, 논문에서 제시한 

algorithm 으로 생성되는 functional unit 들의 개수보다 더 많은 functional 

unit 들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로 인하여 GAUT tool 자체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발생하였고, 결국 다소 미숙하더라도 멀티모드 HLS 를 

지원하는 in-house HLS tool 을 직접 만들어 실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DCT / IDCT / FFT / FIR 등의 잘 알려진 application 

13 종류를 선정, 각각 서로 다른 II constraint 를 적용하여 실험군을 

준비하였다. 이후 in-house HLS tool 을 이용하여 실험군 내의 

application 들의 전체 상호 조합에 대하여 각각 단독 하드웨어 및 멀티모드 

하드웨어 RTL 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총 78 개의 조합에 대하여 멀티모드 

RTL 을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각각의 단독 RTL 및 멀티모드 RTL 을 

Synopsys Design Compiler tool 을 통하여 TSMC 45nm generic 

공정으로 합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실제 area 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후 실험 data 상의 실제 area 의 단위는 이다. 

실험 구성을 실험군 내의 application 들 간의 전체 상호 조합으로 진행한 

것은 멀티모드 시스템 구성을 위한 설계공간 탐색 과정 전체로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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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멀티모드 시스템 

에서의 빠른 설계공간 탐색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전체 

조합 후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보고 이를 근거로 

명백하게 좋은 조합 또는 명백히 좋지 않은 조합들을 걸러 냄으로써, 

설계공간 자체를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4.1.1 In-house HLS Tool 의 구현 

 

 애초 본 연구의 목표가 멀티모드 HLS 자체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현재 구현된 in-house HLS tool 의 결과물의 품질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다. In-house HLS tool 구현은 멀티모드 구조가 

적용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으며, 현재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하에서 모노모드(mono-mode)5 및 멀티모드 HLS 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Scheduling 및 binding 등의 algorithm 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결과물의 품질이 다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in-house HLS tool 의 결과물 품질이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4.2 장에서 검증해 보았다.  

현재의 in-house HLS tool 은 멀티모드 지원 외에도 여타의 상용 HLS 

tool 들과는 constant propagation 에 대한 처리에서 차이점이 있다. 

                                                           

5 일반적인 하나의 대상 DFG 에 대하여 HLS 를 수행하는 것. 논문에 따라서는 
싱글모드(single-mode)로 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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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DFG 내부에 상수(constant)값이 사용될 경우 그와 관련한 bit 들은 

최적화 되어 가지치기(pruning)가 적용되게 된다. 이는 상수 값이 사용된 

지점에서 출발하여 분석을 거쳐 지속적으로 상수가 유효한 위치까지 계속 

반영되게 되며 이를 통해 각 functional unit 들의 유효 자리수가 달라지거나 

register 의 bit-width 가 달라짐으로써 전체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현재 면적 예측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최대한 주변요인을 

통제하는 관점에서, in-house HLS tool 에서는 각 상수 값들을 input 

port 로 별도로 빼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결과물의 면적에 

constant propagation 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시켰다. 

 

4.2 In-house HLS Tool 의 유효성 검증 

 

우선 실험에 사용한 in-house HLS tool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확인을 

진행해 보았다. HLS tool 의 결과물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면적 예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application 에 대하여 동일한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를 준 

상태에서 GAUT tool 과 in-house HLS tool 로 각각 생성한 결과물의 

면적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앞서 이야기한 GAUT tool 의 한계로 인하여, 

비교적 큰 II constraint 들 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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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은 GAUT tool 과 in-house HLS tool 로 생성한 각 결과물들의 

면적을 상호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in-house HLS tool 로 

생성한 RTL 의 면적이며, 그래프의 세로축은 GAUT tool 에 의해 생성된 

RTL 의 면적이다. y=x 의 실선 그래프를 참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동일 

II constraint 를 갖더라도 GAUT 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의 면적이 더 크게 

 

그림 4.1. Area comparison of GAUT and in-house HLS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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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이는 4.1 장에서 GAUT tool 의 둘째 문제점으로 언급했던 

부분과 함께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결과이다. 

그림 4.1 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노모드(mono-mode) 결과이건 멀티모드 

결과이건 in-house HLS tool 에 의해 생성된 RTL 의 면적이 GAUT 로 

생성한 결과와 상당한 선형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두 

data 사이의 선형 추세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두 data 는 

0.9447 의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비교실험에 사용한 in-house HLS tool 이 생성하는 결과물이 

상당히 유의미한 비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3 멀티모드 면적 절약 예측의 유효성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모드 HLS 적용 시의 면적 절약 양에 대한 예측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4.1 장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13 개의 잘 알려진 application 들에 대하여 너무 크지 않은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를 적용하였다. (최소 4 cycle, 최대 20 

cycle, 평균 7.85 cycle)  

표 4.1 은 실험에 사용한 application 들 및 각 application 들에 적용한 II 

constraint 값, 그리고 각 application 을 단독으로 HLS 를 실행한 결과물의 

면적을 보여준다. 실제 시스템을 멀티모드 시스템 설계로 진행한다고 할 

경우, 대부분의 시스템은 크고 작은 모듈들이 모여 이루어 지게 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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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실험환경을 구성해 보기 위하여, 일부러 크고 작은 

모듈들을 모아 전체 실험군을 구성해 보았다. 

그림 4.2, 그림 4.4, 그림 4.5 는 실제 멀티모드 설계를 적용함에 따라 

줄어드는 면적의 크기와 그에 대한 예측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며, 각각 

combinational logic area, non-combinational logic area, total area 에 

표 4.1 Configuration and Areas of Experimental Group 

CDFG II 
Comb.   

Logic Area 
Non-Comb. 
Logic Area 

Total Area 

conv3x3 20 cycle 19,820.83 5,703.72 25,524.55 

cordic 5 cycle 7,363.99 5,682.55 13,046.54 

dcordic_acos 8 cycle 14,027.68 11,075.45 25,103.13 

dct32 10 cycle 23,564.75 17,238.69 40,803.44 

fft 8 cycle 101,625.63 63,079.23 164,704.86 

fir16 4 cycle 3,516.71 2,144.32 5,661.03 

fir32 4 cycle 7,496.12 8,861.45 16,357.57 

fir64 6 cycle 11,909.65 23,572.33 35,481.98 

idct 12 cycle 65,990.53 35,620.28 101,610.81 

prodmat4x4 4 cycle 13,762.20 5,234.67 18,996.87 

sha 8 cycle 39,436.16 251,748.04 291,184.20 

volterra 8 cycle 3,576.33 2,120.68 5,697.01 

yuv2rgb 5 cycle 1,781.11 673.67 2,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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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된다. 각 그래프의 가로축은 멀티모드 설계 적용으로 절약될 면적에 

대한 예측 값이며, 세로축은 실제 멀티모드 설계를 적용해 보고 측정된 실제 

면적 절약 양이다. 

그림 4.2 의 combinational logic 의 비교 결과를 보면 예측이 실제 면적 

절약 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다소 산포가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3.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mbinational logic 을 

 
그림 4.2 Comparison of real saved area and estimation(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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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요소들 중 register sharing 에 따른 mux 증가분을 estimation 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in-house HLS tool 의 

register binding algorithm 자체의 품질이 아주 뛰어나지 못한 관계로 

register sharing 에 따른 mux 중가가 최적화 되지 못한 것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Combinational logic 에 대한 멀티모드 면적절약 예측의 

상관계수는 0.8320 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4.3 은 동일 실험군에 대한 동일한 combinational logic 의 area 

saving 비교 그래프이다. 차이점은 in-house HLS tool 의 옵션을 조절해 

pipeline register 6 에 대해서는 register sharing 을 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즉, 동일한 조합에 대해서 combinational logic 의 area saving 

estimation 값은 동일하게 계산되는 반면, 실제 area saving 값의 경우 

sharing 하는 register 의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 멀티모드 구조 적용에 따른 

mux 증가 수가 적어진 경우이다. 간단한 비교를 위해 그림 4.2 의 동일 실험 

조합 중 3 가지를 같이 표시해 두었다. 그래프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각 

실험 조합의 pipeline register 개수에 따라 실제 combinational logic area 

saving 양은 큰 폭의 차이를 보이기도 또는 큰 변화를 안 보이기도 했다.  

                                                           

6 Initiation interval 을 갖고 pipelining 을 적용하게 되면 각 pipeline stage 가 
넘어가면 register 는 새로운 값으로 update 가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register 의 
값이 하나의 pipeline stage 이상 유지되어야 할 경우 별도의 register 가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pipeline register 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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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의 실험 상에서 in-house HLS tool 의 register binding 

algorithm 이 고도화 되지 못하여 register sharing mux 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최적화된 결과값은 그림 4.2 와 그림 4.3 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즉, HLS tool 의 register binding 

algorithm 을 개선할 경우 register binding 최적화에 따라 register 

그림 4.3 Comparison of real saved area and estimation(comb.) – 
without pipeline register shar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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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에 따른 mux 증가가 현재의 실험보다 줄어들 것이고, 이 경우 그림 

4.2 과 그림 4.3 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4.4 에서 볼 수 있듯, non-combinational logic 의 경우 상당히 

신뢰성 높은 면적 예측이 가능했다. 상관계수는 0.9814 로 나타났다. 

3.3 장에서 non-combinational logic 면적절약 예측에 대해 설명하며 

언급했듯,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가로 축의 동일한 면적 예측 값에 대해 

그림 4.4 Comparison of real saved area and estimation(non-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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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축의 실제 면적 절약 값이 여러 점들이 나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래프 상에 세로로 일렬로 늘어서는 결과가 많을 경우 (그 

오차가 크지 않더라도) 예측 값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측 값만 보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은 결과물들이 동일한 예측 값으로 표현됨으로 인해 선택을 위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5 는 두 estimation 을 모두 합한, total area 에 대한 예측 값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Combinational logic 에 대한 예측 값과 합쳐지며 

그림 4.5 Comparison of real saved area and estimation(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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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에서 보여지던 동일 세로 선상으로 늘어서던 현상이 많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계수는 0.9717 로 상당히 높게 계산되었다. 

그림 4.6 은 estimation 값이 실제 area saving 값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히스토그램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3 개의 

조합을 제외하면 모든 조합이 -4,000~4,000 사이의 error 값을 가지고 

있다. Estimation 값 자체가 작은 구간에서 error 가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estimation 순위와 실제 area saving 순위가 크게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error 값이 크게 나타난 3 개의 조합은 area saving 

그림 4.6 Error histogram of total area saving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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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값이 30,000~36,000 사이의 비교적 큰 값에서 나타난 

error 였다. 

 

4.4 멀티모드 구조의 면적절약 분석 

 

본 절에서는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함에 따라 절약된 면적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설계공간 탐색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본다. 

그림 4.7 ~ 그림 4.9 는 전체 실험군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면적 절약 

양에 대해 정리한 그래프들이다.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선택된 두 

application 의 개별 HLS 결과들, 두 application 을 멀티모드 HLS 로 

생성하였을 때의 면적, 그리고 멀티모드 HLS 를 통해 실제 줄어드는 면적의 

크기이다. 가장 마지막의 꺾은선 그래프는 멀티모드 HLS 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면적 절약의 최대치 대비 실제 절약된 양의 비율이다. 멀티모드 HLS 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 생성된다면, 대상 application 들 중 가장 큰 

것 안으로 나머지 application 들이 온전히 모두 포함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절약의 최대치는 가장 큰 application 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application 들의 면적의 총 합이 된다. 본 실험에서는 2 개의 

application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기대할 수 있는 면적 

절약의 최대치는 두 대상 application 면적 중 작은 쪽의 값이 될 것이다. 

그래프의 좌측 세로 축은 각 막대그래프의 면적을 나타내며 단위는 이다. 

우측 세로 축은 꺾은선 그래프의 백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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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림 4.7 은 멀티모드 구조로 생성한 전체 실험군 중에서 면적 

절약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 개에 대하여 정리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만 

보면 멀티모드 구조 적용 시 절약에 대한 최대 기대치가 클수록 실제 절약된 

양도 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림 4.8 과 함께 볼 때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Area savings comparison(1) – area saving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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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에서 RTL_A 는 서로 엇비슷한 크기의 application 들이다.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면적 절약의 최대치는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서로 다른 크기의 RTL_B 와 조합될 때 실제 

절약된 면적은 최대 2 배 이상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그림 4.8 Area savings compari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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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 하였듯, 멀티모드 HLS 진행 시 최종 결과물의 면적은 대상 

application 들의 개별 HLS 결과 중 가장 큰 면적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면적 절약에 대한 최대의 기대치는 가장 큰 면적의 application 을 제외한 

나머지 application 들의 면적의 총 합이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서로 

크기가 엇비슷한 모듈들끼리 멀티모드 HLS 를 진행할 때 대체로 좋은 

그림 4.9 Area savings comparis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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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림 4.9 에 서로 크기가 

엇비슷한 모듈들끼리 멀티모드 HLS 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예상한 이상적인 결과에 가까울수록 면적절약 비율이 높아야 할 것이지만 

생각보다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히려 conv3x3(200)과 

dcordic_acos(80) 조합의 경우는 각 개별 면적이 너무 작지도 않고 서로간 

상당히 엇비슷한 크기의 모듈 간의 조합이었으나, 최종 멀티모드 HLS 

결과는 이상적인 결과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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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향후 과제 제 5 장

 

본 논문에서는 SoC 설계에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할 경우 최적해 조합을 

빠르게 찾기 위한 설계공간 탐색(design space exploration, DSE) 과정에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여, 멀티모드 구조 적용 시의 면적 절약 양에 대한 

예측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면적 예측 방법이 매우 

유의미한 타당성을 가짐을 확인해 보았다. 

기존의 멀티모드 구조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임의의 선택에 의하여 

대상 조합이 주어지는 것을 가정하여 주어진 조합을 어떻게 좀 더 잘 합칠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멀티모드 구조를 SoC 설계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해 조합을 찾기 위한 설계공간 탐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같은 DSE 과정에서 제안한 면적 예측이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과제로는 우선 면적예측이 좀 더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현 연구에서 주변 요인으로 통제하여 제외하였던 

constant propagation 관련 사항 반영이 그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서로 다른 bit-width 를 갖는 functional unit 들에 대한 고려 및 

chaining 을 반영하는 것 등도 대상 후보이다. 또한 단순히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 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전체 latency constraint 등도 

함께 고려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위해서는 in-

house HLS tool 자체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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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으로는 제안한 면적예측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최적해 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DSE algorithm 연구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멀티모드 구조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점점 커져가는 SoC 의 면적 최적화에 있기 

때문이다. 2 개의 application 을 하나의 멀티모드 구조로 합치는 경우에서 

나아가 3 개 이상의 application 들 간의 멀티모드 구조도 가능함을 

생각하면, 전체 시스템에서의 최적해 조합 찾기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때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 볼 이슈는 단순히 면적 최소화 만을 고려하며 

최적해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멀티모드 

구조를 적용할 경우 필히 전력소모의 증가라는 결점이 따라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전력소모 증가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예측을 면적 최소화와 함께 DSE algorithm 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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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 (System on Chip) is gaining more functions and becoming 

larger with the recent trend of increasing design complexity of 

semiconductor. So chip area optimization becomes one of the main 

topics of SoC design. Multi-mode architecture could be one of the 

good solutions to cope with this area optimization problem. Multi-

mode architecture is a hardware architecture that has multiple 

configurations and thus the hardware can perform multiple functions 

by changing the configuration.  Areas could be saved by sharing the 

common parts of the functions. 

SoC consists of many applications and each application is formed 

by many functional modules. So the design space for a multi-mode 

SoC system is huge in general. If we apply multi-mode design 

methodology to some selected functional modules among this design 

space, the amount of area savings can b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modules are selected for merge. Therefore, DSE (Design 

Space Exploration) of finding functional modules to be merged is 

indispensable to achieve maximal total area reduction. 

But previous researches on multi-mode design are mostly focused 

on how to merge target functional modules that have been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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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researchers' arbitrary standard. DSE related researches could 

be hardly found. Exhaustive search, however, is almost impossible 

because of huge design space, so fast and reliable heuristic algorithm 

for DSE is needed. If we can efficiently estimate the amount of area 

saving for a given combination of functional modules, it could be used 

as the key-factor of that DSE algorithm. 

Area savings of multi-mode architecture is gained by sharing 

functional units or registers that are needed in each target functional 

module. But additional mux would be used because of the sharing; 

the final area savings can be calcul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ea decrease due to sharing and the area increase due to adding 

muxes. This thesis proposes the method of estimating minimum area 

savings obtained by applying a multi-mode design method to high-

level synthesis with initiation interval constraints. This estimation 

considers reduced number of functional units due to sharing, 

increased number of muxes with simple mux minimizing binding 

algorithm, and simpl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registers. This 

thesis also validates the proposed approach to estimation of area 

saving by comparing the estimation results with real amounts of area 

saving. 

The proposed estimation method has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thus enables fast exploration of the huge desig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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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고 품어주시며 지도해 주신 최기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 년간 배운 것은 그저 새로운 지식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교수님께서 늘 한결같이 보여주신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과 

도전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제 삶을 마주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논문을 심사해 주신 채수익 교수님과 김태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 년간 함께 생활하며 저를 응원해준 설계자동화 연구실 동료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의 연구실 후배를 맞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배려해 주며 여러모로 

도와준 모든 분들, 저의 지난 2 년의 모든 성취는 오롯이 모든 동료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의 연구를 

도와주며 늘 챙겨준 석현이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로 돌아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회사와 회사의 모든 

선후배 동료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작으나마 배우고 고민했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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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 다시 회사로 돌아가 모두와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이에도 철없고 모자란 아들 걱정에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만학의 길로 들어선 남편을 위해 

사랑으로 믿고 응원해 준 아내, 그리고 예진이 예준이.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함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기억하고 늘 저를 위해 중보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늘 저를 사랑하시며 힘 되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늘 더욱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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