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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온-칩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통합 
시뮬 이션을 한 다목  설계 임워크

(A Multipurpose Design Framework for Hardware-Software 

Cosimulation of System-on-Chip)

주 표 †    윤 덕 용 †    김 성 찬 ††    하 순 회 †††

           (Young-Pyo Joo)    (Dukyoung Yun)    (Sungchan Kim)       (Soonhoi Ha)

요 약 SoC(System-on-Chip)를 설계함에 있어서 칩의 복잡도 증가로 인하여, RTL(Register Tran-

sfer Level)에 기반한 기존의 시스템 성능 분석  검증 기법 만으로는 차 짧아지는 ‘시장 기 출하 

(time-to-market)’ 요구에 효율 으로 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설계 기 단계부터 

지속 으로 시스템을 검증하기 한 새로운 설계 방법이 요구되었으며, TLM(Transaction Level Mode-

ling) 추상화 수 을 가진 하드웨어-소 트웨어(HW-SW) 통합 시뮬 이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리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HW-SW 통합 시뮬 이터들은 다양한 추상화 수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추상화 수 을 지원하는 툴들 간의 연계도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

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HW-SW 통합 시뮬 이션을 한 다목  설계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

는 임워크는 소 트웨어 응용의 설계를 포함하는 체계 인 SoC 설계 로우를 제공하며, 각 설계 단

계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유연하게 용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HW-SW 통합 시뮬 이터들을 지원한

다. 한 랫폼을 추상화 수 과 모델링 언어에 독립 으로 설계할 수 있어, 다양한 수 의 시뮬 이션 

모델 생성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임워크가 ARM9 기반의 상용 SoC 

랫폼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동시에, MJPEG 제의 성능을 44%까지 향상시키는 성능 최 화를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키워드 : 시스템-온-칩, 하드웨어-소 트웨어 통합 시뮬 이션,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로우

Abstract As the complexity of SoC (System-on-Chip) design increases dramatically, traditional 

system performance analysis and verification methods based on RTL (Register Transfer Level) are no 

more valid for increasing time-to-market pressure. Therefore a new design methodology is 

desperately required for system verification in early design stages, and hardware-software (HW-SW) 

cosimulation at TLM (Transaction Level Modeling) level has been researched widely for solving this 

problem. However, most of HW-SW cosimulators support few restricted abstraction levels onl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ntegrate HW-SW cosimulators with different abstraction levels. To overcome this 

difficulty, this paper proposes a multipurpose framework for HW-SW cosimulation to provide 

systematic SoC design flow starting from software application design. It supports various design 

techniques flexibly for each design step, and various HW-SW cosimulators. Since a platfor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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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possible independently of abstraction levels and description languages, it allows us to generate 

simulation models with various abstraction levels. We verified the proposed framework to model a 

commercial SoC platform based on an ARM9 processor. It was also proved that this framework could 

be used for the performance optimization of an MJPEG example up to 44% successfully.

Key words : System-on-Chip, Hardware-software cosimulation, Embedded system, Design flow

1. 서 론

SoC(System-on-Chip) 설계에 있어서 칩의 복잡도 

증가와 함께, 날이 갈수록 짧아지는 시장 기 출하 

(time-to-market)의 요구는 시스템 설계 주기의 단축의 

강한 압력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소 트웨어 응용  

랫폼의 설계가 완 히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존

의 RTL(Register Transfer Level)에 기반한 시스템 성

능 분석  검증 기법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효율 으

로 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계의 기 단

계부터 지속 으로 시스템을 검증하기 한 새로운 설

계 방법이 요구되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다양한 추상화 

수 을 가진 하드웨어-소 트웨어(HW-SW) 통합 시뮬

이션이 리 연구되고 있다[1].

HW-SW 통합 시뮬 이션에 한 연구들은 시뮬 이

션의 가속을 한 다양한 최 화에 을 맞추고 있는

데, 시뮬 이션 자체를 가속하는 기법에 한 연구와, 

시뮬 이션의 추상화 수 을 높여서 빠른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시뮬 이션의 추상

화 수 은 에는 주로 RTL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TLM(Transaction Level Modeling)에 기반

하여 컴포 트들 간의 통신을 시그  단 가 아니라 트

랜잭션 단 로 모델링하고 있다. 한 TLM 수 의 추

상화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사이클 수 , 핀 수 의 

정확도를 갖는 구  모델(implementation model)부터, 

아무런 세부 명세를 갖지 않는 명세 모델(specification 

model)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진다[2].

그러나 재의 HW-SW 통합 시뮬 이터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추상화 수   각기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추상화 수 을 지원하는 툴들 간의 

연계도 쉽지 않다. 일부 툴들이 이를 하여 표 화된 

명세 기법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제약이 있

다[3].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진 기존의 HW-SW 통합 시

뮬 이터들로는 TLM과 같은 높은 추상화 수 으로 

랫폼을 설계하여, 이를 RTL과 같은 정확한 수 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시스템 설계의 진행이 어렵다. 각 설

계 단계에서 새로운 HW-SW 통합 시뮬 이터를 하

여 랫폼을 매번 새로 모델링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설계 과정의 세분화로 인한 부가 인 노력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

그림 1 제안하는 HW-SW 통합 설계 로우

복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HW-SW 통합 시뮬 이

션을 한 다목  설계 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임워크는 그림 1과 같이 소 트웨어 응

용의 설계를 포함하는 체계 인 SoC 설계 로우를 제

공한다. 하드웨어-소 트웨어 통합 설계 방법론에 기반

한 이 설계 로우는 소 트웨어를 포함한 응용의 설계

와 이를 구동하는 랫폼의 설계를 하나의 툴에서 진행

하여, 최종 시뮬 이션까지 보다 체계 인 SoC 설계 과

정을 거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그림 

2와 같이 각 설계 단계별로 다양한 기법들을 유연하게 

용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추상화 수 을 지원하는 

HW-SW 통합 시뮬 이터들을 지원한다. 를 들어 소

트웨어 응용의 참조 코드가  없고 외부에서 하드

웨어 가속기를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델에 기반

하여 소 트웨어 응용을 새로 설계하고 이를 외부에서 

도입한 하드웨어 가속기와 함께 구동하는 최 화된 설

계 과정의 진행이 가능하다. HW-SW 통합 시뮬 이터

의 지원은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HW-SW 통합 시뮬 이터의 지원이 가능하다. 즉, 

기존에 사용하던 특정 HW-SW 통합 시뮬 이터에서, 

새로운 시뮬 이터로의 체계 인 이 이 가능하다. 한 

랫폼을 추상화 수 과 모델링 언어에 독립 으로 설

계할 수 있어, SystemC나 VHDL과 같은 다양한 언어

로 설계된 다양한 추상화 수 의 시뮬 이션 모델을 생

성할 수 있다.



시스템-온-칩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통합 시뮬 이션을 한 다목  설계 임워크  487

그림 2 본 임워크에서 지원하는 설계 단계별 기법들

표 1 다른 HW-SW 통합 시뮬 이션 툴과의 비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 련 연

구  툴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설명한다. 3

장에서는 소 트웨어 응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운  체제를 포함하는 소 트웨어 설계에 하여 소개

하고, 4장에서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하는 랫폼 컴

포 트들의 모델링과 랫폼의 설계  생성 과정에 

하여 설명한다. 제안하는 임워크의 검증을 한 설

계 시나리오들에 한 실험 결과들을 5장에서 소개하며,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다양한 추상화 수 을 지원하는 랫폼 설계  시뮬

이션 툴들은 몇 종류가 존재한다. ARM의 SoC De-

signer는 사이클 근사 모델(cycle approximate model)

부터 사이클 정확 모델(cycle accurate model)까지의 

다양한 추상화 수 을 지원한다[4]. 한, 이 툴은 SPI-

RIT 컨소시엄의 SPIRIT 1.0을 따르기 때문에, IP- 

XACT 명세를 지원하는 랫폼 컴포 트와 랫폼의 

RTL 구 으로의 이 을 지원한다. SoC Designer의 

IP-XACT 지원 기능은, 이 툴로 랫폼을 설계하고 이

를 TLM으로 시뮬 이션 한 후에, 이를 다시 RTL 기

반의 HW-SW 통합 시뮬 이터들을 통하여 검증하는 

설계 단계의 진행을 통하여 검증된 바 있다[5]. 하지만, 

SoC Designer는 SystemC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없으며, 컴포 트의 추상

화 수 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다른 컴포 트를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하므로, 랫폼의 추상화 수  변경을 해

서는 랫폼을 처음부터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이 툴은 소 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도구에서 만든 바이 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

트웨어 개발자는 응용 제를 툴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구동 가능한 형태까지 개발하여야 한다.

CoWare의 Platform Architect는 SystemC를 사용하

는 TLM 기반의 랫폼 설계  시뮬 이션 툴이며, 

RTL과의 혼합-수 (mixed-level) 시뮬 이션을 지원하

고 있지만, 완 한 RTL 기반의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는 없다[6]. 랫폼의 모델링을 TLM을 기 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RTL의 지원은 컴포 트 단 에 머물고 

있다. Virtual Platform은 Synopsys의 가상 로토타이

핑 환경이며, SystemC로 작성된 TLM을 가정하고 있

다[7].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Mentor Graphics의 

Platform Express는 RTL 수 의 모델링 도구이며[8], 

시뮬 이션 환경으로는 같은 회사의 Seamless CVE를 

가정하고 있다[9]. 의 가상 로토타이핑 환경들은 추

상화 수 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임워크는 의 툴들과 비

교하여 표 1과 같은 장 들을 가진다. 우선, 랫폼을 

TLM, RTL과 같은 추상화 수 에 계없이 설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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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SystemC, VHDL, Verilog와 같은 시스템 명세 

언어에 의존하지 않은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설계

한 랫폼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링 언어와 추상화 수

으로 자동 생성된다. 한 다른 랫폼 기반의 HW- 

SW 통합 시뮬 이터들과는 달리, 모델링에 기반하여 

응용을 설계하고, 이를 앞서 설계한 랫폼에서 구동하

는 자동화된 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설계된 응용은 

랫폼 의존 인 정보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체

계 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인 설계가 가능

하다. 본 임워크는 이와 같이 랫폼과 응용의 설계

를 구분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계 이후에 이를 통합

하는 Y-차트 근법에 기반하고 있으며[10], 해당 근

법에서 요구하는 설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임워크를 통해서 설계한 랫폼은 다양한 

HW-SW 통합 시뮬 이터들에서 구동 가능한 형태로 

자동 생성된다.

3. 소 트웨어 설계

3.1 소 트웨어 응용의 설계

본 임워크에서는 소 트웨어 응용의 설계 기법을 

그림 2와 같이 모델에 기반한 설계, 코드의 직  작성, 

그리고 바이 리 도입의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 이 

에서 모델에 기반한 기법은 그림 3(a)와 같이 기능 

블록 단 의 그래 로 응용을 모델링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게 모델링 된 그래 의 각 기능 블록들(그림 3 

(a)의 A～D)은 그림 3(b)와 같이 이를 구동할 PE 

(Processing Element) 상에 분할  할당되어야 하는

데, 여기서 PE는 응용을 직  수행하는 CPU, DSP, 그

리고 하드웨어 가속기와 같은 컴포 트들을 의미한다.

어떤 기능 블록이 CPU나 DSP와 같이 소 트웨어를 

구동하는 PE 상에 할당되었다는 것은 이 기능 블록이 

소 트웨어로 자동 합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외의 

하드웨어 가속기로 할당되었다는 것은 이 기능 블록이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기로 자동 합성되거나 랫폼 상

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가속기  하나를 사용한다는 것

그림 3 (a) 소 트웨어 응용의 모델링, (b) PE 분할  

할당, (c) 합성된 소 트웨어 코드

을 의미한다. 소 트웨어로 할당된 기능 블록들은 이들

이 할당된 PE 단 로 묶인 뒤, 스  분석 기법[11]에 

의하여 그들 간의 구동 순서가 정해져 그림 3(c)와 같은 

형태의 코드로 최종 으로 합성된다.

합성된 코드에는 다른 PE에 할당된 기능 블록과의 

통신을 하여 snd/rcv와 같은 통신 코드가 포함되는데, 

이때 통신하는 PE가 하드웨어 가속기인 경우에는 이들 

통신 코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된다. 이와 같은 소

트웨어 응용의 모델링  합성은 직  개발한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설계 툴[12]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와 같은 응용의 모델링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는 체계

으로 응용을 랫폼에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모델에 기반한 설계 기법 외에도 코드를 직  작성하

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소 트웨어 응용 코드를 직  

작성하고, 임워크가 제공하는 makefile 템 릿에 소

스 코드의 정보와 추가 인 빌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기존의 바이 리만 도입하는 

방식과 차별화되는 은, 제공되는 makefile 템 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인 노력 없이 본 임워크가 

랫폼에 맞게 자동으로 빌드 한 운  체제와 그에 따

르는 빌드 환경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설계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로 할당된 기능 블록들

을 상으로 하는데, 해당 블록이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

기로 자동 합성되는 경우와, 랫폼 상에 존재하는 하드

웨어 가속기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하여 각기 

다른 기법이 이용된다. 자의 경우에는 통합 설계 방법

론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인터페이스 코드 자동 합성 

기법을 이용한다[13]. 자동 합성된 인터페이스는 데이타 

송수신과 동기화를 한 하드웨어 로직, 그리고 소 트

웨어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자동 합성된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로직은 그림 4의 

오른쪽에 표 되어 있는데, 이  하드웨어 블록 B에 

인 한 snd/rcv가 이 블록의 데이타 송수신을 개한다. 

이들 snd/rcv는 Synchronization Controller를 통하여 

CPU에 할당된 블록들의 snd/rcv와 동기화를 수행하며, 

Bus Wrapper를 통하여 버퍼에 근하여 블록 B의 데

이타 송수신을 행한다. 이때 자동화된 동기화가 가능

한 이유는, 앞서 응용을 그래 로 모델링 하고 이를 합

성하는 과정에서 각 기능 블록의 수행 순서가 결정되고 

이들간의 공유 데이타의 크기  치 등에 하여 그

림 5(a)와 같은 정보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이다. 소 트

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림 4의 오른쪽에서 CPU에 

배치된 snd/rcv 블록들에 해당하며, 이들의 pseudo 코

드는 그림 5(b)와 같은 형식을 갖는다. 이 드라이버 코

드에서 4, 7행에 해당되는 인터럽트 련 코드는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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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동 합성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한 하드웨어-소 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구조

그림 5 (a) 하드웨어-소 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자동 합성을 한 정보, (b) 자동 합성된 드라이버의 pseudo 코드

의 H()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핸들러에 의해 수행된다.

랫폼 상에 존재하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한 디바

이스 드라이버의 모델링은 이와는 다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하드웨어 가속기는 그 내부 동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 합성된 경우와 같이 정해진 크기

의 데이타를 주고 받는 자동화된 동기화 메커니즘을 통

하여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하여 쓰

드 기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핸들러를 만들고, 여기

에 사용자가 모델링 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4]. 각각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1) 

하드웨어 가속기의 구동 조건 확인, 2) 하드웨어 가속기

의 구동(데이타 송신), 3) 하드웨어 가속기의 종료 조건 

확인, 4) 하드웨어 가속기의 종료(데이타 수신)에 해당

하는 네 개의 함수로 만들어지며, 각 함수는 그림 6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check_firing_condition(), fire(), 

check_is_end(), wrap_up()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

조로 작성된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 핸들러 쓰 드에 

등록되어 하드웨어 가속기들을 제어하게 된다. 이 메커

니즘은 쓰 드를 지원하는 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단

이 있지만, 소 트웨어가 하드웨어 가속기로 인하여 데

드락에 빠지는 상을 막아 다.

이와 같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기법들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우선, 드라이버 설계에 랫

폼 의존 인 정보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드웨어 가

속기가 랫폼 상에서 메모리 맵이 바 거나 버스 상의 

치가 바 는 경우에도 그 로 사용이 가능하며, 새로

운 랫폼에 용될 때에도 별도의 수정 과정이 필요치 

않다. 만약 랫폼 의존 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랫폼의 라미터들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재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3.3 운  체제의 설정  빌드

운  체제의 자동화된 빌드를 하여 본 임워크

에서는 설정 가능한 운  체제인 VPOS를 가정하 다. 

VPOS는 SoC 랫폼인 SoCBase[15]와 함께 개발되었

는데, POSIX 쓰 드(Pthread)의 부분 집합이 되는 쓰

드 통신 API를 갖고 있다. VPOS는 사용자가 작성한 

설정 일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빌드 되는데, 본 

임워크에서는 모델링된 랫폼의 정보를 분석하여 여

기에 필요한 설정 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설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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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랫폼 상에 있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구조

그림 7 운  체제의 자동 설정

의 생성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랫폼 상에 존재하는 컴

포 트 모델들의 타입과 그들의 실제 컴포 트의 이름

을 분석하여 운  체제가 요구하는 컴포 트의 존재 여

부를 확인하고, 존재하는 컴포 트로부터 원하는 라미

터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랫폼에 맞게 운  체제의 빌드를 자동으

로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가 랫폼의 정보들을 직  분

석하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

능성을 여 다. 자동으로 빌드 된 운  체제는 어 리

이션과 함께 링크되어 하나의 바이 리로 생성되므로, 

응용 로그램의 컴 일  링크를 한 makefile을 포

함하고 있다. 이 makefile은 템 릿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임워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모델에 기

반한 설계나 코드를 직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 소 트웨어 응용을 빌드 한다. 따라서 소 트웨어의 

빌드는 랫폼의 명세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며, 운

체제의 빌드를 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

이버  응용 코드를 빌드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4. 랫폼 설계

4.1 모델링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한 통신 매커니즘

하드웨어로 매핑된 알고리즘 블록은 그림 4의 오른쪽

과 같이 메모리  버스 근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

에 자동 합성되는 send/receive 블록과 Bus wrapper를 

통하여 데이타를 주고 받는다. Send/receive 블록은 소

트웨어로 매핑된 블록과의 동기화된 메모리 통신 

로토콜을 갖고 있다. Bus wrapper는 랫폼 독립 인 

send/receive의 메모리 근 로토콜을 타깃 버스 구

조에 맞게 변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라이 러리 형

태를 갖는다. 이 경우 Bus wrapper가 라미터로 취하

게 되는 값은 send/receive의 개수와 공유 메모리 주소

의 오 셋이다.

4.2 컴포 트 모델링

모델에 기반한 설계에 의하여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

기로 자동 합성된 기능 블록들은 본 임워크를 통하

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델링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하드웨어 가속기들과 랫폼 컴포 트들은 

모델링이 필요하다.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언어와 추상화 수 에 의존 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림 8(a)에서 TLM 컴

포 트와 RTL 컴포 트가 동일한 하나의 컴포 트를 

의미하듯이, 여러 컴포 트들이 동일한 것임을 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 다양한 수 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설계 단계들을 반 하기 해서 매우 

요하다. 본 임워크는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모

델링을 한 명세 구조를 정의하 다.

4.2.1 컴포 트 정보  라미터 설정



시스템-온-칩의 하드웨어-소 트웨어 통합 시뮬 이션을 한 다목  설계 임워크  491

그림 8 (a) 실제 컴포 트와 컴포 트 모델의 계, (b) 컴포 트의 포트의 입출력과 타입 명세, (c) 컴포 트 

모델과 실제 컴포 트 사이의 매핑

컴포 트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컴포 트 모델이 임워크 상에서 가지게 될 이름 

(그림 8(a)에서 TFTLCD_CTRL), 2)이 모델이 표 하

는 실제 컴포 트들의 이름(LCD_CTRL_R1, TFTL-

CDCTRL_REC) 3), 실제 컴포 트들의 명세 언어  

추상화 수 (SystemC/TLM, VHDL/RTL).

한편, 라미터는 컴포 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나타내고 설정하기 한 것이다. 를 들어, 시뮬 이션 

과정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SRAM 메모리 컴포 트들

은 그 크기를 가변 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변수들은 크게 컴포 트 마다 가지는 고유한 

변수와 컴포 트 타입 단 로 기본 으로 가지는 변수

들로 나뉜다. 컴포 트 고유한 변수에는, 특정 컴포 트

만의 설정, 를 들어 클럭 생성기의 클럭 주기와 같은 

변수들이 포함되며, 컴포 트 타입 단 로 가지게 되는 

변수들은 CPU의 컴 일 옵션과 같이 해당 타입의 컴포

트라면 모두 갖게 되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4.2.2 컴포 트 포트 명세  매핑

실 인 모델링을 하여 그림 8(a)와 같이 실제 컴

포 트들이 서로 다른 개수와 타입의 포트들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컴포 트들의 포트 명세는 그림 8(b)

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AHB 개체로 명세 된 

포트들은 AHB 버스 포트를 의미한다. 버스 포트의 경

우에는 포트가 컴포 트 상에 치할 때와 버스 상에 

치할 때 그 입출력 타입이 달라지며, 그림 8 (a)에서 

pSIN과 pSOUT이 하나의 slave 포트를 구성하듯이, 한 

개 이상의 포트들의 조합으로 버스 포트가 구성되는 경

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세하게 된다. 이러한 명

세의 장 은, 다양한 언어와 추상화 수 으로 구 된 실

제 컴포 트들의 버스 포트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모델링 

할 수 있게 한다는 이다. 이와 함께 모델링 된 컴포

트 상의 버스 포트 표 이 단순화되어 가독성이 높다는 

장 도 있다. 명세가 끝난 포트들은 그림 8(c)와 같이 

컴포 트 모델 상의 가상의 포트와 연결하여야 한다.

4.2.3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한 스크립트 일 생성

HW-SW 통합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메인 

시뮬 이션 엔진을 구동하는 것과는 별개로 1) 별도의 

로세스로 이루어진 시뮬 이터를 실행하거나, 2) 필요

한 일  디 터리들을 생성하거나, 3)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추가 인 작업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작업들은 기본 으로 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각 컴포 트는 순

서 있는 리스트 형태의 쉘 명령 집합을 가지게 된다.

4.3 버스 인터페이스와 버스 컴포 트의 모델링

다양한 추상화 수 들을 구분할 때 하나의 기 이 되

는 것이 버스의 모델링 차이가 될 정도로, 각 추상화 수

마다 버스와 버스 포트의 구 은 매우 다르다. 그림 9

는 그림 8에서 버스 포트를 명세할 때 사용되었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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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버스 인터페이스의 정의

구조로, 다양한 추상화 수   구 들을 수용하기 하

여 설계 되었다. RTL과 TLM은 버스의 구성이 다르며, 

RTL의 경우는 포트가 버스 쪽에 치하는 경우와 컴포

트 쪽에 치하는 경우가 포트 입출력이 반 로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구 들을 모두 표 할 수 있고, 새로

운 추상화 수 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그림과 같이 버

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 다. 

를 들어, 그림 9에서 AHB 버스의 컴포 트 쪽 slave 

포트 명세는 TLM의 경우 하나만 존재하지만, RTL의 

경우에는 두 개가 존재한다. 이는 RTL의 버스 포트 명

세가 입력 코드 타입과 출력 코드 타입으로 나뉘어 

명세 되었기 때문인데, 해당 코드 타입의 내부 구조는 

그림 9의 오른쪽과 같다.

버스 컴포 트의 버스 포트 모델링은 일반 컴포 트

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실제 버스 컴포 트들은 버스의 

master/slave 포트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부분

이지만, 본 임워크에서는 그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

는다. 따라서 랫폼을 명세 하는 과정에서 버스 컴포

트를 버스 포트 개수에 따라 계속 교체하거나, 불필요하

게 많은 버스 포트가 있는 컴포 트를 사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 모델링 된 버스 컴포 트의 형

태가 매우 간결해져 명세한 랫폼의 가독성이 높다는 

장 도 있다.

버스 포트에 한 모델의 가정과 실제 컴포 트 간의 

불일치는 랫폼의 생성 과정에서 해결한다. 랫폼이 

생성될 때, 본 임워크는 랫폼 상에 존재하는 컴포

트들의 라이 러리를 확인하는데, 이 때 다른 컴포

트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이름을 그 로 검색하지만, 버

스 컴포 트에 해서는 사용자가 이름에 AHB_M{M}_ 

S{S}와 같이 master/slave 포트 개수 정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의 버스가 3개의 master 포

트와 7개의 slave 포트를 사용하도록 랫폼 상에 배치

했다면, AHB_M3_S7이라는 이름의 컴포 트가 된다.

4.4 랫폼의 설계  생성

랫폼의 설계는 그림 10(a)와 같은 GUI 기반의 환

경에서 이루어지며, 1) 랫폼 라미터의 설정, 2) 컴포

트의 등록  배치, 3) 버스 컴포 트의 배치  설

정, 4) 포트 간의 연결, 5) 메모리 맵 설정과 같은 과정

들로 이루어진다. 랫폼 라미터는 그림 10(b)와 같이 

랫폼의 시뮬 이션을 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한편, 

메모리 맵은 그림 10(c)와 같이 버스 단 로 slave 포트

들의 기본 주소(base address)와 크기(size) 라미터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 생성되며, 이는 최종 으로 소

트웨어 컴 일 옵션에 추가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설계된 랫폼은 그림 11(a)

와 같은 XML 일로 자동 생성된다. 이 XML 일은 

그림 11(b)와 같은 구조를 가졌으며, 이는 IP-XACT나 

Platform Express에서 정의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이 

구조는 크게 1) 환경 변수, 2) 역 라미터, 3) 컴포

트 리스트, 4) 연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같은 

XML 일을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TLM과 RTL 랫

폼 구조는 1) 컴포 트 선언, 2) 포트 간 연결을 한 

시그  선언, 3) 컴포 트 인스턴스 생성, 라미터 설

정  포트 연결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5. 실 험

제안한 임워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랫

폼과 응용의 개발에 한 세 가지의 실험 시나리오를 

표 2와 같이 설정하 다. 모든 실험은 2.4GHz로 구동되

는 단일 인텔 펜티엄 4 로세서와 1GB의 주 메모리로 

구성된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운  체제

는 리 스 커  버  2.6.18의 데비안 배포  버  4.0

이다.

본 실험에서는 TLM 수  HW-SW 통합 시뮬 이터

로 SoCBaseSC를 사용하 는데, 이는 SoCBase 랫폼 

[15]을 SystemC를 사용하여 TLM 수 으로 모델링 하

는 시뮬 이터이다. SoCBaseSC는 CPU 시뮬 이터로 

GDB를 지원하고 있으며, untimed TLM과 timed TLM

의 두 가지 추상화 수 을 지원한다. 이 때, untimed TLM

은 컴포 트 내부의 딜 이 모델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지만, 보다 빠른 시뮬 이션

을 가능하게 한다.

5.1 랫폼 개발

본 실험은 임워크의 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목 이므로 새로운 랫폼을 설계하지 않고, 기존의 

SoCBase 랫폼[15]을 충실하게 모델링 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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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 제안하는 임워크의 랫폼 설계 환경, (b) 랫폼의 RTL 시뮬 이션을 한 라미터, (c) AHB 

버스의 메모리 맵 설정  생성

그림 11 (a) 랫폼 명세로부터 자동 생성된 XML 일 제, (b) XML 일의 구조

표로 하 다. 그에 따라, SoCBase 랫폼 제  하나

인 ARM926EJ-S 로세서에 기반한 랫폼을 선정하

여 1:1로 모델링 하 다. 이 랫폼은 그림 12(a)와 같

이 세 개의 AHB 버스와 한 개의 APB 버스로 구성되

어 있고, LCD, UART와 같은 외부 입출력 인터페이스

를 포함하고 있다. 로세서와 주 메모리 간에는 큰 

역폭이 요구되므로 이들은 하나의 AHB 버스에 배치되

었으며, 나머지 컴포 트들 에서 상 으로 역폭이 

큰 DMA와 LCD 컨트롤러 역시 별도의 AHB 버스에 

배치되었다. APB 버스에는 상 으로 큰 역폭을 차

지하지 않는 주변 장치들이 배치되는데, 이러한 배치는 

이들 컴포 트들의 버스 인터페이스에 의해 일차 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설계한 랫폼 에서 20×20 행렬 곱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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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시나리오 별 HW-SW 통합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2 (a) ARM926EJ-S에 기반한 SoCBase 랫폼, (b) MJPEG 제

트웨어 제를 테스트하 다. 표 2의 첫 번째 실험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랫폼의 기본 인 

구동과 로세서, 메모리, 가상 터미 , 버스와 같은 컴

포 트들의 간략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5.2 운  체제의 자동 생성

이 실험은 첫 번째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랫폼에 

하여 최 화된 운  체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

된 운  체제와 랫폼에 한 보다 구체 인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실험의 결과가 되는 시뮬 이션 시

간은 운 체제가 기 부  과정을 마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운  체제는 물론, 랫

폼의 메모리 근  인터럽트 구동에 한 다양한 검

증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의 진행

을 통하여, 랫폼을 설계하고 이를 운  체제를 구동할 

수 있는 수 까지 검증하는 과정을 본 임워크를 통

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3 MJPEG 제 최 화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실험에서 개발하고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운  체제와 함께 검증된 랫폼 상에 

MJPEG 제를 이식하고, 그 성능을 최 화하는 개발 

과정이다. 이 실험에서 제를 한 입력은 350×240 크

기로 인코딩된 MJPEG 동 상이며, 표 2에 제시된 시

뮬 이션 시간은 한 임을 디코딩한 시간이다.

먼  부가 인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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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PEG 제를 그림 12(b)와 같이 3.1장에서 설명한 

모델 기반의 설계 과정을 통하여 설계하고, 이를 다양한 

수 의 시뮬 이션 모델 상에서 구동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하 다. 여기에 그림 12(a)의 선 부분과 같이, 성

능 향상을 해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하드웨어 IDCT 

가속기를 랫폼에 추가하고, 이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모델링 하여, 역시 다양한 수 의 시뮬 이션 모델을 통

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시뮬 이션 

모델마다 그 편차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RTL 시뮬

이션의 경우에 154.771 ms에서 86.554 ms로 약 44%의 

성능 향상을 얻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개발 시나리오의 진행을 통하여 본 임워

크가 응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가속

기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하여 응용의 모델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설계 단계의 진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가 반 하듯

이 각 시뮬 이션 모델 간에는 성능 결과의 오차가 발

생하며, 시뮬 이션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따른 부

가 인 노력 한 요구된다. 그러나 본 임워크가 제

공하는 이와 같은 설계 단계를 활용하면, 큰 부가 노력 

없이 설계 기 단계에서 응용과 랫폼에 한 검증과 

성능 분석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이를 그 로 RTL 

수 으로 이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5.4 시뮬 이션 결과 분석

Untimed TLM의 경우에는 딜 이 모델링을 하지 않

기 때문에 그 시간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지만, timed 

TLM은 딜 이를 모델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2

에서 RTL 비 최  20%의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SoCBaseSC HW-SW 통합 시뮬 이터가 CPU 

시뮬 이션을 하여 사용하는 GDB가 부정확하기 때문

이다. GDB의 내장 ARM 로세서 시뮬 이터는 메모

리 근 외의 명령어 수행에 한 사이클 진행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클 단  정확도를 보장하는 

ARMulator에 비하여 제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오차

도 커지게 된다.

한편, 표 2에서 TLM 시뮬 이션은 RTL에 비하여 2

배 내외의 속도 개선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뮬 이터의 내부 구  문제와 시뮬 이션 상이 된 

랫폼의 문제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SystemC 

시뮬 이터는 컴포 트의 로세스를 구동하기 하여 

SC_METHOD, SC_THREAD, SC_CTHREAD  하

나의 구동 방식을 사용하는데, SoCBasSC는 모든 컴포

트가 쓰 드를 직  구동하는 SC_THREAD를 사용

한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컴포 트가 쓰 드 단 로 생

성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쓰 드가 호출되어 시뮬

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랫폼에서 사용하는 AHB/APB 버스의 컴포 트 모델은 

사이클 수 의 정확도를 보장하는 복잡한 모델이기 때

문에, 상 으로 시뮬 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

한 문제 들을 확인하기 하여 동일한 랫폼을 복잡

도가 낮은 다른 버스로 설계한 경우,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MJPEG 제의 시뮬 이션에 42 가 걸

려, AHB 버스의 untimed TLM의 결과와 비교하여 약 

1/10의 시뮬 이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AHB 버스 모델에서 포트 마다 버스 어 터가 

존재하고 시뮬 이션 때 이들이 각각의 쓰 드로 생성

되던 것과, AHB 버스 모델의 복잡한 구 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시뮬 이션 모델의 정확도나 시뮬 이션에 소요되

는 시간이 가지는 문제는 시뮬 이터와 련된 문제이

며, 본 임워크와는 계가 없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온-칩의 HW-SW 통합 시뮬

이션을 하여 상  수 의 다양한 설계 단계와 기법

들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임워크를 제안하 다. 이 

임워크는 Y-차트 근법에 따라 모델링에 기반하여 

소 트웨어 응용을 설계하고, 이를 주어진 랫폼 상에

서 구동하기 한 자동화된 로우를 제공한다. 이와 같

은 자동화를 하여 운  체제의 자동화된 빌드 과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의 툴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

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기법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 

임워크는 이와 같은 소 트웨어 설계의 지원 외에도 

랫폼을 추상화 수 과 모델링 언어에 의존 이지 않

게 설계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임워크를 통하여 설계한 랫폼은 다양한 추상화 

수 으로 자동 생성되며, 상용의 SoC 랫폼의 1:1 모

델링과 운  체제의 자동 생성, 그리고 MJPEG 제의 

최 화 과정에 한 세가지 실험 시나리오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추가 인 연구를 통

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TLM HW-SW 통합 시뮬 이

터를 새롭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재 지원하는 VPOS 외에 멀티 로세서 환경을 지원하

는 알려진 임베디드 운  체제를 지원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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