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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시스템 온 칩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이전

의 방법에 비해 좀 더 콤팩트하고 효과적이었으며, 높은 수행시뮬레이션을 요구하며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통합설계 툴을 사용하여 규격화된 적절함을 요구하였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품의 재사용은 지원하지만, 작업 이후에는 단지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통합설계 툴의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특성이 있다.

   

1. 서론

최근에 21세기 IT 분야의 주요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임

베디드시스템과 이에 근간을 둔 시스템 온 칩 구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임베디드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설계는

시스템온칩의 중요한 방법이다.[3-5] 또한, 최근의 분산환경

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임베디드시스템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

다.[6-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설

게에 대한 내용과 이에 근간을 둔 시스템온칩 구현에 대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시스템 온 칩 설계

SoC(System-on-Chip)에 대한 설계 방법론은 보드설계

또는 ASIC의 선형 확장이 아니며, SoC에 대한 아키텍쳐

논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간혹 이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의 재사용을 필요로 한다.

즉, 동일한 칩상에 많은 내부 결선을 갖고 있지만, 동시

에 많은 테스트를 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SoC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기능을 이동함에 의하여

다양한 아키텍쳐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의 영

역을 상호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

은 요소들이 이에 해당된다.

•동기 데이터 흐름

•제어 영역 반응 시스템

•아나로그

아키텍쳐 뿐만 아니라 SoC의 타당성은 여러 가지 이유

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주요한 타당성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형(Prototype)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시스템에 에러가 있다면, 경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품 사이의 복잡한 상호동작

은 칩상의 핀으로 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는 ASIC의 경우에 수행되는 타당성으로써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완벽한 크기

•CPU 제어 ASIC

•독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부품을 검증

•2개의 대형 상태 공간의 상호동작

세 번째로서는 추상 레벨로 부텅의 상세함이나 밀어놓

기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 레벨과 더불어 규모가 큰 문제는 이미 작

업을 하고 있는 상세한 모델에 대한 부품의 상위 레벨을

필요로 하는 설계이다.

3. 설계 흐름

다음 그림1 (a)는 CAD 중심적이고 설계 행위의 이상적

인 면을 보여주지만, 그림1 (b)는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설

계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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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inement based design flow

(b)Workflow based design flow

그림 1. 설계 흐름의 비교

Fig. 1. The comparison of design flow

4. CoWare를 동반하는 HW/SW 통합 설계

모든 시스템의 부분으로써 분석되어 져야 할 노드 제품

의 플래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가능한 CPU 코어 상

에서 제일 좋게 실행된다. 그리고 그 기능은 하드웨어 칩

상에 가장 잘 구현된다. 설계 과정에 늦게 시스템 분할의

지연은 아키텍쳐 결정이 게이트들과 더불어 만들어 진다.

CoWare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설계 환경은 존재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의 상호

규격을 허용한다. 모델은 재사용을 지원하며, 시스템 부품

의 통신 동작 사이의 분할을 명백하게 함에 의한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 캡슐화를 지원한다. 설계는 그들의 통신

동작의 절대적인 모델을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 기능적인

동작을 묘사함에 의해 재사용을 만든다. 동일한 규격의 방

법은 자기 자신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며,

이들 모델은 독립적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설계 방

법론으로서 사용된다. 일단, 글로벌 시스템 아키텍쳐가 정

의되어지면, 합성 툴과 컴파일러는 모든 프로세서, 가속기

와 메모리 부품을 구현할 수 있다.

CoWare 환경으로 구성하는 시스템 설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

•기능 규격 : 시스템은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

는 통신 프로세스의 수단에 의해 규정된다. 프로세스의 동

작은 호스트 언어를 사용하여 삽입된다.

•아키텍쳐 정의 : 최적의 할당 프로세스, 가속기, 메모

리, 기능 규격으로의 바인딩.

이러한 상호 동작 할당된 바인딩 단계는 하드웨어/소프

트웨어 분할을 포함하고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21세기 차세대 IT 기술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시

스템온칩 구성에 대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스템 레

벨 설계 툴의 산업계 채택에서의 주요한 단계는 혼합 절

대 레벨을 가로지르는 IP 블록의 정당성과 모델 생성의

개선이다. 특별한 블록에 대한 가장 표현 가능한 언어 형

태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블록이 설명되어지므로, 많은 형

식(Format)과 코딩 스타일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이종

간의 실현 스터일은 어려운 절대 부품의 라이브러리의 생

성 과정을 만든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효

과적이며, 규칙성과 신뢰성이 개선되었다.

향 후 연구과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진보된 방법의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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