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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floating point arithmetic units for 

geometry operation of mobile 3D graphic processor. 

The proposed arithmetic units conform to the single 

precision format of IEEE standard 754-1985 that is 

a standard of floating point arithmetic. The rounding 

algorithm applies the nearest toward zero form. The 

proposed adder/subtraction unit and multiplier have 

one clock cycle latency, and the inversion unit has 

three clock cycle latency. We estimate the required 

numbers of arithmetic operation for Viewing 

transformation. The first stage of geometry 

operation is composed with translation, rotation and 

scaling operation. The translation operation requires 

three addition and the rotation operation needs three 

addition and six multiplication. The scaling operation 

requires three multiplication. The viewing 

transformation is performed in 15 clock cycles. If 

the adder and the multiplier have their own in/out 

ports, the viewing transformation can be done in 9 

clock cycles. The error margin of proposed 

arithmetic units is smaller than 10-5 that is the      

 

request in the OpenGL standard. The proposed 

arithmetic units carry out operations in 100MHz 

clock frequency.

I. 서론 

  모바일 콘텐츠의 종류가 사진이나 VOD 기술을 활

용한 2D 기반의 서비스에서 3D 게임  아바타 등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확장

되고 있다. 3D 그래픽 연산은 부동 소수 을 이용하여 

진행이 되며, 이는 정수나 고정 소수  연산에 비하여 

연산을 한 시간과 로세서의 자원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한 3D 그래픽 결과를 얻기 해서는 많은 수

의  연산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3D 그래픽을 처리하기 한 가속 하드웨어를 별도로 

설계하거나, 고속의 범용 로세서를 이에 맞게 확장

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3D 그래픽 처리를 한 하드웨어를 이용하

지 않고 범용 로세서의 소 트웨어 엔진만을 이용한 

3D 가속은 성능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3D의 입체감과 사실감 속도 등의 여러 부분에서 표

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서 

3D 그래픽 처리를 한 하드웨어가 개발되어 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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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그래픽 연산은 크게 지오메트리 과정과 더링 

과정으로 분리되어 진행이 된다. 지오메트리 과정은 

각 모델의 치를 정하고 화면에 용할 수 있도록 변

환을 하는 과정이고, 더링 과정은 화면에 투 된 모

델을 픽셀에 맞추어 변환하여 각 변으로 이루어진 면

에 색을 입히는 과정이다.[2] 이  지오메트리 과정은 

정확한 치 정보를 통하여 모델을 배치하기 해 고

정 소수 보다 넓은 범 의 수를 표 할 수 있는 부동 

소수 을 이용하여 연산을 진행하게 된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오메트리 과정에서의 부동 

소수  연산을 처리하기 한 가/감산기, 승산기와 역

원기를 제안한다. 제안한 연산기는 IEEE 754 표 의 

single precision format을 지원하여 32bit 크기를 갖는 

부동 소수  값에 한 연산이 가능하다. 한 3D 그

래픽 국제 표 인 OpenGL에서 요구한 오차 범 인 

10
-5보다 fraction값의 최하  비트 값이 작은 범 를 

나타내기 때문에 IEEE 754 표   nearest toward 

zero 방식을 사용하여 설계하여 다른 방식의 반올림 

연산을 해 필요한 부분을 여 체 면 을 이는 

효과를 얻었다. 

  가/감산기와 승산기의 경우 한 사이클 내에 연산결

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은 사이클 수를 가지

고 지오메트리 연산이 가능하도록 구 하 으며, 역원

기의 경우 3 clock의 주기 후에 연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각 연산기들은 3D 그래픽 국제 표

인 OpenGL에서 요구한 오차 범 인 10-5보다 작은 

오차 범 를 갖는 것을 시뮬 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다.[3] 

  설계된 연산기의 면 은 약 3,000 gates에서 5,000 

gat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감산기와 승산기는 당 

약 1억 개의 부동 소수  연산이 가능하고, 역원기는 

당 약 3천3백만 개의 부동 소수  연산이 가능하다.

II. 부동 소수  연산기 구조  성능

2.1 지오메트리 연산

  지오메트리 연산은 기본 으로 매트릭스 연산을 바

탕으로 한다. 각 명령은 4 * 4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

와 각 지오메트리 단계를 하여 곱을 해주게 된다. 

이 후 입력된 좌표 값을 계산된 매트릭스와 곱해주어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Viewing 

Transformation 연산을 한 매트릭스 형태는 수식 

(1)과 같다.

  Transformation의 Viewing Transformation은 

Translation, Rotation 그리고 Scaling으로 이루어진다.  

Translation은 좌표의 치를 변환 시켜주고, Rotation

은 입력된 각도에 따라 체 치를 회  시켜주는 변

환이다. 그리고 Scaling은 물체의 크기를 변화시켜

다. 각각 부동 소수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을 함으

로 이루어진다.

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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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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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식 (1)에서 4 * 4 매트릭스의 각 내부 값은 

Translation, Rotation 그리고 Scaling 연산을 한 입

력 매트릭스를 곱한 결과 값이고, 4 * 1 매트릭스의 

각 값은 변환을 한 좌표 값을 의미한다.

2.2 부동 소수  가/감산기

  제안한 부동 소수  가/감산기는 체 연산을 하

여 1 사이클 이턴시를 갖도록 설계하 다. 부동 소

수 의 정규화는 가장 앞에 나온 '1'의 치를 악하

여 가수부 연산 결과에 shift 연산과 지수부에 가/감산 

연산을 함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는 연산 결과의 범

에 따라 1bit의 값이 ‘1’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모든 bit를 확인해야 결정되기도 한다. 이는 각각 

add path, far path 그리고 close path로 나 어 수행하

다. 

  close path의 경우 모든 bit상에서 처음에 ‘1’이 나오

는 치를 악하여 가수부 연산 결과에 shift 연산과 

지수부에 가/감산 연산을 함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를 

하여 LZA (Leading Zero Anticipator)[6] 유닛을 사

용하여 fraction의 뺄셈 연산을 하는 동안 가장 앞에 

나온 ‘1’의 값이 어디에 치해 있는지 악할 수 있도

록 하여 체 연산 속도를 이도록 설계하 다. 제안

한 가/감산기의 구조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부동 소수  가/감산기 구조

exp_a  - exp_ b  
fo r d is tance

M ax(exp_a , exp_b)

A lu_ in_a  (+ /-) a lu_ in_ b

N orm a liza tion  and  
R ound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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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r exponen t ou tpu t

ex-o r 

S ign_resu lt exponen t_ resu lt frac tion_ resu lt

S ign_ a S ign_b exponen t_a exponen t_ b frac tion_a frac tion_bO pera tion

A lignm ent frac tion
w ith  d is tance

ex-o r fo r e ffec tive  
opera tion

C om pa rison  S ize
(a lign_a , a lign_b)

M ax_va lue M in_va lue

ex-o r

2.3 부동 소수  승산기

  제안한 승산기는 가/감산기와 동일하게 체 연산을 

하여 1 사이클 이턴시를 갖도록 설계하 다. 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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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지수부 값들을 더한 후 베이스 값을 빼주는 부분

과 가수부 값들을 곱해주는 곱셈기 그리고 체 결과

를 정규화를 통하여 체 연산 결과를 내보내는 부분

으로 이루어졌다. 제안한 승산기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한 부동 소수  승산기 구조

exponent_a + 
exponent_b

- base number (128)

fraction_a * fraction_b

Normalization and 
Rounding

if(out[msb] == 1) + 1
else Non action

ex-or a  b

Sign_result exponent_result fraction_result

Sign_a Sign_b exponent_a exponent_b fraction_a fraction_b

2.4 부동 소수  역원기

  부동 소수  역원 계산에서 가수부의 역원을 구하는 

방식은 modified Newton-Raphson 알고리즘[5]을 이용

하여 구하 다. Modified Newton-Raphson 알고리즘은 

상  비트의 값과 나머지 값을 나 어 역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상  비트의 값을 잘라 값을 구한 후 곱셈 

등의 반복 연산을 거쳐 구하게 된다. Modified 

Newton-Raphson 알고리즘은 수식 (2)와 같다.

1
X
=A(2-AY)

A=
(Yh-Y l)

Y
2
h

             (2)

  제안한 역원기의 구조는 128 * 13 크기의 LUT 

(Look-Up Table)와 28 * 15의 곱셈 유닛, 그리고 

28bit 의 감산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 LUT는 식 (2)

의 ‘1/(Yh ^ 2)’ 결과를 장하고 있으며 fraction의 상

 7bit의 값을 주소로 받아 장된 값을 내보내는 역

할을 하며 곱셈 유닛은 식 (2)의 곱셈을 수행한다. 이

때 곱해질 값은 제어신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그

리고 감산 유닛은 상  비트의 값에서 나머지 값을 빼

는 연산을 한다. 곱셈 유닛의 결과는 피드백이 되어 

다음 사이클에 곱셈기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

하 으며, 3 사이클이 지난 후 역원결과가 나오게 된

다. 그림 3은 제안한 역원기의 구조이다.

  설계된 역원기의 정확도를 보기 하여 임의의 1,268

개 값을 선정하여 ModelSim을 통한 동작 시뮬 이션 

결과 값을 컴퓨터로 연산한 결과와 비교하 다. 이때 

최  오차는 약 0.000000623으로 나와 3D 그래픽 국제 

표 인 OpenGL에서 요구한 오차 범 인 10-5보다 작

은 오차 범 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는 오차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 제안한 부동 소수  역원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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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한 부동 소수  역원기 오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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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능  비교

  표 1은 설계된 연산기의 성능과 면 을 나타낸 표이

다. 합성은 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를 사용하

여 0.35um 공정에서 수행하 다.

표 1. 설계된 연산기 합성 결과

Adder / 

Subtractor
Multiplier

Inversion 

Unit

Clock Latency 1 1 3

Area [gates] 2,940 3,790 4,860

Delay [ns] 9.48 9.47 9.55

Throughput

[FLOPS
*

]
105M 106M 35M

* FLOPS :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

  모바일 환경은 제약된 원으로 모든 동작을 수행해

야하며, 이는 동작 주 수를 높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실감 있는 3D 그래픽 처리를 한 성

능을 높이기 해 체 연산을 한 이턴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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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 소수  곱셈  덧셈 연산은 

체 지오메트리 연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산이다. 따라서 부동 소수  덧셈  곱셈 연산에 

필요한 이턴시를 임으로써 체 동작 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게 된다.

  부동 소수  나눗셈인 X/Y 값을 계산하기 해서는 

역원기를 통해 1/Y의 값을 구한 후에 X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표 2에서는 기존의 부동 소수

 연산기와 이턴시를 비교하 며, 표 3은 각 연산

기를 2개씩 가지고 있을 때 매트릭스 곱셈 연산을 진

행되는데 소요되는 사이클을 비교한 것이다.

표 2. 기존의 연산기와 동작 사이클 수 비교

FADD/FSUB FMUL FDIV

Proposed 1 1 4
*

[7] 3 3 7

* FP inversion unit latency + FP multiplier latency

표 3. Transformation 수행 사이클 비교

Proposed 

Arithmetic Unit
[7]

[4*4] X [4*4] 20 22

[4*4] X [4*1] 8 10

Viewing Transformation 

for 1 vertex
9 11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용 3D 그래픽 로세서에 

용하기 한 부동 소수  연산기 구조를 제안하고 그

에 따라 가/감산기, 승산기와 역원기를 설계 검증하

다. 제안한 가/감산기와 승산기는 지오메트리 연산에서 

자주 쓰이는 연산기로 각 한 사이클 이턴시를 갖도

록 설계하여 작은 사이클 수에서 체 지오메트리 연

산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역원기는 체 연산에서 연

속 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 을 이

는 것에 을 두어 설계하 다. 각 연산기의 반올림 

방식은 3D 그래픽 국제 표 인 OpenGL에서 요구한 

오차 범 를 만족하는 범 를 고려하여 nearest 

toward zero방식만 용하 으며, 이는 다른 반올림 

연산을 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체 면 을 일 

수 있었다. 

  설계된 연산기는 0.35um CMOS 공정를 Target으로 

합성하 다. 연산기를 이용하여 transformation 유닛을 

구성한 결과 동작 사이클 수를 기존보다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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