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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최근의 내장형 시스템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컴포넌

트들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시스템의 복잡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 설계 방법을 대신할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통합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통합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컴

포넌트들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하는 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지 않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시뮬레이션의 문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 가장 속도가 느린 컴포넌트의 시뮬레이션

에 전체 시뮬레이션의 속도가 맞춰진다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

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컴포넌트의 경

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제약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

법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미 RTL 레벨로 구현된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경우

FPGA에 합성하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붙이는 것만으로 통합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주요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시스템 모델링

학번: 2010-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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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내장형 시스템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와 하드웨어 컴포넌트

들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구성이 된다. 이기종의 아키텍쳐들이 하나

의 시스템 내에 혼재하거나,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코어를

내부에 지니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시스템의 복잡도가 점차 증가함

에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 설계 방법을 대신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설계란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설계 방법이다. 가상 프로토타

이핑에 의해서 빠른 시점에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설계 공간 탐색이 가능하다. 하드웨어/소

프트웨어 통합 시뮬레이션은 가상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컴포넌트들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하는 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

하지 않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시뮬레이션의 문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 가장 속도가 느린 컴포넌트의 시뮬레이션에 전체 시뮬

레이션의 속도가 맞춰진다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컴포넌트의 경우 소프트웨어적으

로 구현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을 제안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

합 에뮬레이션이란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 중 일부 컴포넌트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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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터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

인 HSIM 시뮬레이터[1]에 FPGA를 에뮬레이터로 연결함으로써 하

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에뮬레이터

를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해야 하는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해당 하드웨

어 컴포넌트에 대한 시뮬레이터의 속도가 느린 경우 속도의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을 구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로 기존의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과 에뮬레

이터를 결합한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에뮬레이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다

양한 종류의 에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이 시뮬레이션하고자하는 시스템

의 성능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합 에뮬레이션을 통

해서 얻어지는 대상 시스템의 예측 성능은 통합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얻어지는 것과 같은 성능을 보여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통합 시뮬레이션 및 에뮬레이션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HSIM 시

뮬레이터의 구성과 동기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에뮬레이터로

사용된 FPGA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시

스템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FPGA 에뮬레이터 상에 구현된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HSIM 시뮬레이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이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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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행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6장에서는 이 연구

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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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통합 에뮬레이션과 관련되서는 이전부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Nakamura et al.[2]은 공유 레지스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터와 에뮬

레이터 간의 동기화를 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기법에서는 공유

레지스터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FPGA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

다. 이러한 구현은 FPGA를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또한 보수적 기법을 사용하여 매 사이클마다 컴포넌트 시뮬레

이터들과 에뮬레이터를 동기화한다. 이 연구는 모든 사이클마다 동

기화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다는 점과 동작만이 검증이 가능

하고 정확한 수행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Kim et al.[3]의 연구에서는 N 사이클 단위로 동기화를 진행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동기화 횟수가 보수적 기법에 비해서

1/N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N이 너무 클 경우

causality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N의 크

기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Chung and Kyung.[4]의 연구에서는 동기화를 하는 지점을 실행 중

에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동기화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ate 수준의 netlist 와 소스 코드가 필요하

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Yang et al.[5]의 연구는 가상 동기화 기법[6]을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 커널과 FPGA 에뮬레이터 간의 동기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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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 각각은 진행된 이벤트들에 대한

시간 정보를 남기고, 시뮬레이션 커널에서는 공유메모리에 대한 접

근이 일어났을 때 남겨진 시간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벤트들을 정렬

한다. 이를 통해 동기화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은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 간의 동기화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동기화의 오버헤드가 통합 에뮬레

이션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SCE-MI[7] 는 에뮬레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연동하는 인터페이

스로 Accellera 사에서 공개되었다. FPGA 프로토타이핑 보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통합 에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으나, untimed 통합

에뮬레이션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Scott Sirowy[8][9] 의 연구에서는 SystemC 어플리케이션을 FPGA

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SystemC로 프로그램을

명세한 후 SystemC bytecode 컴파일러를 통해 Portable SystemC

바이트 코드가 생성되어, 개발 플랫폼 상의 Emulation engine 위에

서 실행이 된다. 또한 emulation 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Emulation

accelerator를 제작하여 실행을 가속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David Atienza[10]의 연구에서는 FPGA를 에뮬레이터로 이용하여

MPSoC의 온도를 통계내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센서를 통해

서 측정된 온도는 FPGA 상에서 축적이 된다. FPGA는 축적된 온도

정보를 소모된 파워의 정보와 함께 온도 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

어로 보내게 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FPGA가 아닌 호스트 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FPGA와 호스트 간의 통신은 이더넷을 통해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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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FPGA를 이용하여

전체 시뮬레이션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속도의 증가보다는, 특정 시스템이 아닌

범용적인 환경에서 동작하는 통합 에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한다.

RTL 수준의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소스가 있다면, 특별한 작업이 없

이 통합 시뮬레이션 커널과 연결하여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을 구성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들과 본 연구

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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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

3.1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의 구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은 가상 프로토타이핑 환

경을 제공하는 HSIM 시뮬레이터와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합성하여

수행하는 FPGA 에뮬레이터로 이루어진다.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

램 중 소프트웨어 부분은 HSIM 시뮬레이터의 ISS 상에서 수행이

되고, 하드웨어 부분은 FPGA 에뮬레이터에서 수행이 된다.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은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 각각에서 얻어진

cycle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된 작업들을 정렬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수행을 시뮬레이션한다. 그림 1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

이션 환경의 간단한 예이다.

그림 1 .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의 간단한 예



- 8 -

파일로부터 정수 100개를 읽어서 해당 수 들의 평균을 내는 프로그

램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정수들의 평균을 내는 부분을 하드웨어 컴

포넌트를 이용하여 통합 에뮬레이션을 할 경우 데이터의 흐름을 나

타낸 예이다. 먼저 ISS에서 파일에서 정수 100개를 읽는 부분이 수

행이 된다. ISS의 수행은 에뮬레이터의 하드웨어 컴포넌트에서 평균

을 계산한 값이 전달될 때까지 중지되고, 입력된 정수들은 커널을

거쳐 에뮬레이터로 전달이 되어 수행된다. 수행된 결과는 다시 커널

을 거쳐 ISS로 전달이 되고 ISS는 다시 수행이 재개되며, 모든 작

업이 완료된 경우 수행을 종료함을 커널에 알리게 된다.

3.2 HSIM 시뮬레이터

본 연구에 기반이 되는 HSIM 시뮬레이터는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

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제안된 프레임워크이다. HSIM 시뮬레이터

의 구조와 각각의 ISS들이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동기화하는 방

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2.1 HSIM 시뮬레이터의 구조

그림 2는 HSIM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 되는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HSIM 시뮬레이터는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인 ISS와

SystemC로 모델링된 컴포넌트들의 집합인 백플레인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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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연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한다. ISS와

SystemC로 구성된 백플레인은 소켓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는

ISS의 확장 인터페이스와 백플레인 내에 위치한 각 ISS의 Wrapper

를 통해 구현된다.

그림 2 .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조

System bus는 AXI bus를 SystemC를 통해 모델링한 컴포넌트이다.

시스템의 각 요소들은 system bus를 통한 활동을 통해서 시뮬레이

션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각 ISS의

wrapper는 ISS의 요청을 bus activity의 형태로 전달해주는 매개체

이다. 메모리와 주변기기들은 SystemC를 통해 구현이 되어 system

bus와 연결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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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C++ 파일을 통해서 명세가 되어

모델링된다. 시스템 명세는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들에 대

한 설정과 이들의 연결로 표현된다. 그림 3은 시스템 명세에 대한

예제이다. ARM 프로세서 시뮬레이터와 2개의 메모리가 AXI 버스

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RMProcessorSC              proc("ARM");

SCAXIBus                     ahbBus("AXIBus");

SCMemory                    ahbMemory("ahbMemory");

SCMemory                    ahbMemory2("ahbMemory2");

proc.bus_port(ahbBus)

pPort = ahbMemory.findPortWithName("slave");

pPort->size = 268435456; // 256 MB

pPort->base = 0x00000000;

ahbBus.slave_port(ahbMemory);

pPort = ahbMemory2.findPortWithName("slave");

pPort->size = 67108864;

pPort->base = 0x80000000;

ahbBus.slave_port(ahbMemory2);

그림 3 . 시스템 명세에 대한 예제 코드

3.2.2. ISS 간의 동기화 방법

ISS 간의 동기화는 각각의 ISS들이 공유하는 자원에 대해서 접근이

요청될 때 이루어진다. ISS에서 공유 자원 접근에 대한 요청과 그

때의 사이클 정보를 커널에 보내면, 커널에서는 각 ISS들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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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가장 느린 ISS, 즉 요청이 온 시점에 진행된 cycle이 가장 적

은 ISS의 요청부터 처리를 해준다.

그림 4. ISS간의 동기화

그림 4-(a)는 두 개의 ISS 간의 동기화가 진행되는 예제이다. ISS 1

에서 90 cycle에 Read를 요청했으나, ISS 2의 진행상황을 모르기 때

문에 실행이 보류된다. ISS 2에서 180 cycle에 Write를 요청할 경우

그 이전까지의 실행상태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으므로, ISS 1에서

요청했던 Read가 실행된다. 마찬가지로 ISS 2에서 요청한 Write는

ISS 1이 180 cycle 이상 진행이 되어야 실행이 되는데, 200 cycle에

ISS 1의 수행이 종료되면서 ISS 2의 Write가 실행이 된다. 이러한

동기화 방법의 문제점은 공유 자원에 대해서 특정 ISS의 요청이 없

을 경우 다른 ISS들의 실행이 무기한 보류된다는 것이다. 또 각

ISS들의 수행이 직렬화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다는 문제 또한

가진다. 이를 위해 HSIM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림 4-(b)와 같은 동기

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정 cycle 단위마다 각 ISS는 커널에 해당

cycle까지 진행을 했다는 통지를 보내게되고, 이로 인해 각 ISS들이

도달한 cycle의 정보를 커널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다른 ISS들이 공



- 12 -

유 자원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시뮬레이터들이 병렬적으로 수행되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3.3 FPGA 상에 구현된 에뮬레이터

FPGA 에뮬레이터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작업을

VHDL 코드를 통해서 합성한 부분이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하

드웨어 컴포넌트와 호스트 PC의 시뮬레이터 커널과의 통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에뮬레이터로 사용할 FPGA 보드로는 Xilinx사의 VIRTEX-6

LX240T를 사용하였다. VIRTEX-6 보드는 프로세서 유닛이 보드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 대신, Microblaze라는 소프트 프로세서 코어를

보드의 메모리와 fabric을 이용해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Xilinx에서 제공하는 SDK에는 GNU toolchain과 ISS가 포함되어 있

어, C/C++ 프로그램을 Microblaze 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된 FPGA 에뮬레이터에서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Microblaze를

보드에 합성하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Microblaze 상에서 수행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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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수행 사이클 측정

VHDL 코드를 이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할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합성한 후 에뮬레이션을 할 경우, 수행의 시작을 HSIM 시뮬레이터

에서 제어하는 방법과, 수행이 종료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start와 done이라는 제어

레지스터를 만든다.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수행할 차례가 되었다면

HSIM 시뮬레이터에서 start를 세팅하여 수행을 시작하게 하며, 하

드웨어 컴포넌트의 수행이 완료된 경우 done이 세팅되어 HSIM 시

뮬레이터에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수행하는 동안 소요된

사이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들과 다르게, 에뮬레이션의 경우 실제적인 하드

웨어 회로로 동작하기 때문에 진행된 사이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카운터 모듈을 합성하여 하드웨어 컴포

넌트의 수행에 걸린 사이클을 측정하였다. 카운터 모듈은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실행을 관리하기 위한 제어 레지스터인 start와 done을

공유하며, 하드웨어 컴포넌트와의 통신을 위해서 c_start 레지스터를

카운터와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추가하였다. start 레지스터가 세팅될

경우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카운터 모듈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 하드

웨어 컴포넌트의 수행이 종료될 경우 c_start 레지스터가 셋팅이 되

며, 카운터 모듈의 계수가 중단되고 그동안 측정된 사이클 정보를

특정 메모리 영역에 기록하게 된다. 그 이후 done 레지스터가 셋팅

이 되고 HSIM 시뮬레이터에서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수행이 완료

되었고, 수행하는데 걸린 사이클 정보를 얻어올 수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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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3.2. 에뮬레이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HSIM 시뮬레이터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인터

페이스 프로그램은 Microblaze라는 소프트 프로세서 코어상에서 수

행된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Ÿ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읽고/쓰기

Ÿ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에서 사용하는 패킷의 형태로 데이터

가공 및 처리

Ÿ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과 소켓 통신으로 명령 및 데이터를 송

수신

3.3.2.1. 에뮬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동작 흐름

그림 5. 에뮬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동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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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에뮬레이터 인터페이스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다. 우선

HSIM 시뮬레이터 커널로부터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수행을 위한 명

령과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온다. 명령 혹은 데이터는 HSIM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패킷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처리

하여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실행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받았을 경우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특정 주소에 데이

터를 써주는 작업이 수행된다.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수행이 끝나면

특정 주소에서 데이터를 다시 읽어오며, 해당 데이터들을 HSIM 시

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패킷으로 가공한 후 다시 커널로 보

내주는 작업이 수행된다.

3.3.2.2.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읽고/쓰기

하드웨어 컴포넌트에서 레지스터로 사용할 주소는 그림 6-(a)와 같

이 FPGA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지정된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

해당 주소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작업은 그림 6-(b)와 같이 이루어

진다. 하드웨어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BASEADDR을

명세한 후 포인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림 6-(b)의 코드는

ADDER라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레지스터의 BASEADDR이

0xC3A00000이고, *in이라는 변수를 해당 주소로 지정해서 첫 번째

레지스터에 1, 두 번째 레지스터에 2를 써준 후, 세 번째 레지스터

에서 값을 읽어오는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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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ine XPAR_ADDER_0_BASEADDR 0xC3A00000

Xuint32  *in = (Xuint32 *)XPAR_ADDER_0_BASEADDR;

*in = 1;

*(in+1) = 2;

out = *(in+2);

(b)

그림 6.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메모리 주소에 데이터를 읽고/쓰기

3.3.2.3. 패킷 처리

HSIM 시뮬레이터는 패킷을 단위로 명령 및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패킷은 그림 7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HSIM 시뮬레이터로

부터 패킷을 전달받으면, 해당 패킷의 type 필드를 확인하여 READ

와 WRITE 중 어느 명령이 요청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READ 일

경우 address 필드에 기록된 주소를 읽어,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해

당 주소에서 데이터를 얻어온다. WRITE 일 경우 address 필드에

기록된 주소를 읽어,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해당 주소에 data 필드에

기록된 값을 써준다. HSIM 시뮬레이터의 공유 메모리에서 값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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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거나 써주어야 할 경우, type 필드를 READ 혹은 WRITE로 세

팅하고, 진행된 cycle 만큼을 cycle 필드에 기록하고, 해당하는 주소

와 값을 address와 data 필드에 기록한 다음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로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typedef struct packet {
    unsigned int size
    unsigned long type
    unsigned long cycle
    unsigned long address
    unsigned long data

    union {
        unsigned long latency
        unsigned long flag
    }param ;

    unsigned int interrupt
} packet

그림 7. HSIM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패킷의 구조

AMD 프로세서 상에서 수행되는 리눅스의 경우 리틀 엔디안 방식

인데, 패킷이 이더넷을 이용한 소켓 통신으로 전송이 되므로 빅 엔

디안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엔디안 변환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림

8과 같은 함수를 만들어 패킷을 받은 후와 패킷을 보내기 전에 변

환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unsigned long conv_endian (unsigned long x) {

    unsigned long t= x;

    x = ((x >> 8) | ( x & 0x000000ff ) << 24) & 0xff00ff00;

    t = ((t << 8) | ( t & 0xff000000 ) >> 24) & 0x00ff00ff;

    return (x|t);

}

그림 8. 엔디안 변환을 위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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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과의 소켓 통신

HSIM 시뮬레이터와 FPGA 에뮬레이터간의 통신은 보드의 이더넷

포트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과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

간에 소켓 연결을 생성하여 이루어진다.. 소켓 연결의 생성을 수월

하게 하기 위하여 Microblaze 소프트프로세서[11] 위에서 수행되는

Xilkernel의 도움을 얻었다. Xilkernel은 Xilinx에서 배포하는 작고,

모듈화된 커널로 Microblaze 및 PowerPC 프로세서 상에서 수행된

다. POSIX API를 지원하며 thread 스케쥴링, software timer, IPC,

lwip socket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12]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리눅스에서 소켓 연결을 사용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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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하는 통합 에뮬레이션 방법

가상 프로토타이핑 환경을 통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시스템의 모델링이 중요하다. 시스템 버스에 여러 가지 컴포

넌트들이 연결된 경우 각 컴포넌트들은 마스터 인터페이스 혹은 슬

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하게 된다. 마스터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컴포넌트는 버스 사용에 주체가 되는 컴포넌트들로, 버스의 사용권

을 요청하고 획득하여 데이터의 통신을 제어하게 된다. 슬레이브 인

터페이스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경우 마스터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컴포넌트에 의해 데이터의 통신이 요청된 경우 이에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FPGA 에뮬레이터를 통해 동

작하는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마스터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경우와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경우 모두에 대한 모델링을 고려

하였다. 또한 마스터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할 경우, DMA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모델 또한 고려하여 구현하였다. 이 때

시뮬레이션 커널과 에뮬레이터와의 인터페이스가 대상 시스템의 성

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구현상의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4.1. 마스터 인터페이스로 동작

HSIM 시뮬레이터와 FPGA 에뮬레이터 사이에 두 개의 채널이 생

성된다. 하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채널이고, 다른 하나는

에뮬레이터의 제어를 위한 제어 채널이다. HSIM 시뮬레이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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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는 마스터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하며, FPGA 에뮬레이터는 ISS

로부터 시작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제어 채널을 통해서 시작

요청이 전송이 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은 마스터 인터페이스

로 동작하게 된다.

그림 9. 마스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환경의 구성

그림 9는 마스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환경이 어떻게 구

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방식에는 프로세서 형태의 래퍼와 slave

memory 래퍼 두가지가 사용된다. 프로세서 래퍼는 인터페이스 프로

그램과 소켓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채널을 형성하여 버스를 통한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한다. slave memory 래퍼는 인터페이스 프로

그램과 제어 채널을 형성하여 데이터 전송의 시작과 끝에 대한 신

호를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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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에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ISS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중,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작업을 수행할 차례

가 되면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 메모리에 기록한다. 그 후

slave memory의 제어 레지스터 영역에 값을 셋팅하여 FPGA 에뮬

레이터에 데이터가 준비되었음을 알린다. 에뮬레이터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는 READ 패킷을 생성하여 HSIM 시뮬레이터의 커널

에 보내고, 이는 래퍼를 통해 처리되어 버스를 거쳐 데이터를 읽어

오게 된다. 이 때 ISS는 slave memory의 제어 레지스터 영역을 폴

링하며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에뮬

레이터 상에서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작업이 종료되었다면, 인터페이

스 프로그램에서는 WRITE 패킷을 생성하여 보내주고, 이는 래퍼를

통해 처리 되어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하게 된다. 그 후 제어

레지스터의 값을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세팅해주면, 폴링을 하고

있던 ISS에서 그 값을 읽고 다시 작업을 재개하게 된다.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방식과 다른 점은 데이터 전송의 시작은 마스터 인터페

이스인 ISS에서 제어하지만, 실제 데이터 전송은 FPGA 에뮬레이터

에서 프로세서 래퍼를 통해서 마스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수행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DMA 방

식을 모델링한 것이다.

ISS와 에뮬레이터 간에 데이터 전송을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제어 채

널은 slave memory를 통해서 생성되고, 에뮬레이터와 공유 메모리

간에 버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데이터 채널의 경우 래

퍼를 통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2개의 서로 다른 소켓 연결을 생

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에뮬레이터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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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개의 thread를 생성하여 제어 채널과 데이터 채널 각각을 처

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마스터 인테페이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에서 에뮬레이터 상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의사코드이다.

process_control() 은 제어 채널을 관리하는 함수로 recv()를 하며

ISS에서의 패킷을 계속 기다리다가, DMA를 시작하라는 패킷이 도

착하면 dma_ready 변수를 1로 만들어 데이터 채널에 DMA가 시작

됨을 알린다. process_data()는 데이터 채널을 관리하는 함수로 제어

채널에 의해 dma_ready가 세팅이 되면,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READ 패킷을 생성한 후 HSIM 시뮬레이터 커널로 보내 공유 메모

리의 내용을 읽어오고,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작업을 수행한 후,

WRITE 패킷을 통해 다시 공유 메모리에 내용을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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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process_control (int sd) {

    packet pkt;

    while (1) {

        // wait for DMA request

        recv_data (sd, &pkt);

        if (pkt.type == PKT_DMA) {

           // DMA on

    dma_ready = 1;

        }

    }

}

void process_data (int sd) {

    packet pkt;

    while (1) {

 if (dma_ready) {

      pkt.type = PKT_READ;

   pkt.address = start_address;

   send_data (sd, &pkt);

   recv_data (sd, &pkt);

   // task 

   pkt.type = PKT_WRITE;

   pkt.address = start_address;

   pkt.data = result;

   send_data (sd, &pkt);

   recv_data (sd, &pkt);

}

else {

   pkt.type = PKT_ELAPSED;

   pkt.cycle = 15;

      send_data (sd, &pkt);

}

    }

}

그림 10. 마스터 방식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의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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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

HSIM 시뮬레이터 상의 ISS는 마스터 인터페이스로 동작하고

FPGA 에뮬레이터가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한다. 하드웨어 컴

포넌트의 작업을 위해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에뮬레이터에서 데이

터를 읽기 위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SIM 시

뮬레이터 상의 ISS가 데이터 전송에 관한 모든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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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1.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환경의 구성

그림 11-(a)는 모델링하고자 한 시스템의 구성을 간략히 표현하였

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하며, 내부

에 로컬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ISS에서 해당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하드웨어 컴포넌트 내부의 로컬 메모리에 데이

터를 쓸 경우 혹은 로컬 메모리에서 결과값을 읽어가야 할 경우에

데이터의 전송이 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작업은 모두

ISS에서 담당하게 된다. 로컬 메모리에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접근하

여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이 작업은 버스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만 동작을 하게 된다.

그림 11-(b)는 이러한 동작을 모델링한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의 구

성을 나타낸다.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FPGA 에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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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일이 없기 때문에 래퍼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대신 slave memory라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를

systemC로 모델링하여 사용하였다. slave memory와 FPGA 에뮬레

이터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간에 소켓 연결이 생성된다. ISS에서

slave memory에 데이터를 써주게 되면, WRITE 패킷이 소켓 통신

을 통해서 FPGA 에뮬레이터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송

된다. 또한 slave memory에서 데이터를 읽을 경우 인터페이스 프로

그램으로 READ 패킷이 전송되어 데이터를 읽어오게 된다. 이는

그림 11-(a)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된 조건들을 만족한다. ISS와

slave memory 간의 통신은 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slave

memory와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은 버스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11-(a)에서 하드웨어 컴포넌트 내의 로컬 메모리에 값을 쓰고

읽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보여준다. 또한 FPGA 에뮬레이터는 ISS

에서 요청한 작업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슬레이브 인터페이스

의 동작 방식을 모델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의 구성은 HSIM 시뮬레이터 커널과의 소켓 연

결 상에서 계속 recv()를 하며 요청을 처리해주는 것 뿐이다. ISS에

서 READ를 요청한 경우 데이터 패킷을 소켓 연결을 통해서 보내주

며, WRITE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하드웨어 컴포

넌트 수행시 참조하는 시작 레지스터의 경우 ISS에서 보낸 WRITE

에 의해서 세팅이 되며, 작업이 끝난 후 세팅 되는 완료 레지스터

또한 ISS에서 보낸 READ에 의해서 ISS에게 알려지게 된다. ISS의

요청에 의해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기화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통지 패킷을 생성하여 HSIM 시뮬레이션 커널로 보내는 작



- 27 -

업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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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제안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이션에 대한 실험은 다음

과 같은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호스트 PC

Intel Core i7 CPU (3.4GHz) 

3GB RAM

Ubuntu linux 11.10 (32bit)

RVArmulator ISS 1.4

FPGA

Xilinx VIRTEX-6 LX240T

Microblaze 8.20.b

Xilkernel 5.01.a

표 1. 실험 환경

FPGA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과의 속도를 비교

하기 위한 실험 예제로 JPEG 디코더를 선택하였다. JPEG 디코더의

수행은 그림 12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IDCT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로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시

뮬레이션하도록 하였다.

그림 12. JPEG 디코더의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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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으로는 SystemC를 이용한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을 선택하

였다. 각각의 환경은 IDCT 컴포넌트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마스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동작한다. FPGA를 이용한 구현의 경우 4.1절

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SystemC를 이용한 환경의 경우 1

개의 ARM ISS와 SystemC로 구현된 IDCT 컴포넌트가 HSIM 시

뮬레이터 커널에 연결되어 있다. 이 때 ARM ISS 는 마스터 인터페

이스로 동작하고, IDCT 컴포넌트 2개의 채널을 통해서 시스템 버스

와 연결이 되어 있다. SystemC로 구현된 IDCT 컴포넌트는 내부에

메모리 및 제어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으며, ISS가 해당 주소에 직접

데이터를 쓰고 읽게 된다. ARM ISS가 컴포넌트 내의 제어 레지스

터에 값을 써주면, IDCT 컴포넌트는 마스터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공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작

업을 수행한 후 결과값을 공유 메모리에 써준 후 제어 레지스터의

값이 완료로 바꾸어준다. 제어 레지스터의 값이 바뀌길 기다리며 폴

링 상태에 있던 ISS는 IDCT의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알게 되고, 공

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온 후 나머지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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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를 이용한 

통합 에뮬레이션

ARMProcessorSC      proc("ARM");

FPGAProcessorSC     proc1("FPGA");

SCAMBABus          ahbBus("AHBBus");

SCMemory            ahbMemory("ahbMemory");

SCSlaveMemory       slaveMemory("slaveMemory");

pPort = ahbMemory.findPortWithName("slave");

ahbBus.slave_port(ahbMemory);

pPort = slaveMemory.findPortWithName("slave");

ahbBus.slave_port(slaveMemory);

SystemC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ARMProcessorSC      proc("ARM");

SCAMBABus          ahbBus("AHBBus");

SCIDCT               idct("IDCT");

pPort = idct.findPortWithName("slave");

ahbBus.slave_port(idct);

(a)

(b)

그림 13. 실험 예제 환경의 구조

그림 13-(a)는 각각의 경우 HSIM 시뮬레이터 커널에서 시스템의

명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13-(b)의 왼쪽

은 FPGA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경우, 오른쪽은 SystemC로 구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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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구조를 간단히 보이고 있다.

JPEG 이미지의 크기를 200x200 으로 하여 JPEG 디코더를 수행하

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얻은 실험결과는 표 2와 같다.

IDCT computation time은 IDCT 컴포넌트의 수행에 걸린 시간,

Simulation time은 전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wall

clock time, Simulated cycle 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bus

cycle이다.

FPGA SystemC

IDCT

computation time
0.65 msec 1 sec

Simulation time 6min 50sec 17 sec

Simulated cycle 8861179 8861179

표2.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보면 IDCT computation time의 경우 FPGA를 이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빠름을 볼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IDCT 계산과 SystemC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되어 계산된 IDCT 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Simulated cycle의 경우 양쪽이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서 제안된 인터페이스가 대상 시스

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mulation

time 은 SystemC를 통한 구현이 빠름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4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더넷을 통한 시뮬레이션 커널과 FPGA 에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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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

IDCT 수행 시간은 전체 수행 시간 중 비중을 거의 차지하지 않고,

통신시간과 트레이스 생성 및 바이트 오더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더넷을

이용하는 대신 PCI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그림 14. FPGA를 이용한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에서 시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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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에 FPGA

를 에뮬레이터로 사용하여 구성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에뮬레

이션 환경을 제안하였다.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통합 시뮬레이션 환경인 HSIM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가 각각 어

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컴포넌

트들이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도 모델링이 가능한 환경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이미 VHDL 등으로 구현된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경우

FPGA에 합성하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붙이는 것만으로 통합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통합 에뮬레이션 환경이 대상 시스템의 성

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켓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

달을 이용하는데, 이에 걸리는 시간이 성능에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4 -

참고문헌

[1] HSIM Simulator, http://iris.snu.ac.kr/research/hsim/

[2] Yuichi Nakamura, Kouhei Hosokawa, Ichiro Kuroda, Ko

Yoshikawa, Takeshi Yoshimura, "A Fast Hardware/Software

Co-Verification Method for System-on-Chip byusing a C/C++

Simulator and FPGAEmulator with Shared Register

Communication",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2004, June 2004.

[3] Young-Il Kim, Wooseung Yang, Young-Su Kwon,

Chong-Min Kyung, "Communication-Efficient Hardware

Acceleration for Fast Functional Simulation",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2004, June 2004.

[4] Moo-kyoung Chung, Chong-Ming Kyung, "Enhancing

Performance of HW/SW Cosimulation and Coemulation by

Reducing Communication Overhead", IEEE Transaction on

Computers, Vol.55, No. 2, February 2006.

[5] Hoeseok Yang, Youngmin Yi, Soonhoi Ha, "A Timed

HW/SW Coemulation Technique for Fast Yet Accurate System

Verification", IC-SAMOS, pp.74-81, Jul 2009.

[6] Youngmin Yi, Dohyung Kim, Soonhoi Ha, "Fast and

Accurate Cosimulation of MPSoCUsing Trace-Driven Virtual

Synchronization", IEEE Transaction on Computer-Aided Design

of Intergrated Circuits and Systems, Vol.26, No 12, December

2007.

[7] SCE-MI, http://www.accellera.org/downloads/standards/sce-mi

[8] Scott Sirowy, Bailey Miller, Frank Vahid, "Portable

SystemC-on-a-chip", CODES+ISSS 2009, October 2009.

[9] Scott Sirowy, Chen Huang, Frank Vahid, "Online SystemC



- 35 -

emulation acceleration",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2010, June

2010.

[10] David Atienza, Pablo G. Del Valle, Giacomo Paci, Francesco

Poletti, Luca Benini, Giovanni De Micheli, Jose M. Mendias, "A

Fast HW/SW FPGA-Based Thermal Emulation Framework for

Multi-Processor System-on-Chip", Design Automatin Conference

2006, July 2006.

[11] Microblaze, http://www.xilinx.com/tools/microblaze.htm

[12] Xilkernel,

http://www.xilinx.com/ise/embedded/edk91i_docs/xilkernel_v3_00_a.

pdf



- 36 -

Abstract

HW/SW Coemulation with HSIM Simul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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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embedded system consists of several processors and HW

components. As system's complexity grows, importance of HW/SW

Codesign also grows over of legacy design methodology. HW/SW

Cosimulation is methodology that simulates each components of

system concurrently. It enables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in

early stage. The drawbacks of HW/SW Cosimulation is that the

simulation performance is determined by slowest components of

system. Also, if there are no information of components about

system modeling, it cannot implement simulation model. This

research proposes HW/SW Coemulation environment. This has

advantages for the HW components which is implemented in RTL

level, as they can be integrated to HW/SW Cosimulation by

synthesizing the components on FPGA and attaching the interfa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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