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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어진 작은 크기의 칩 내부에 많은 기능 (예: 멀티미디어, 음성/영상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고집
적(high-integration)의 회로가 구현되게 된다. 이러한 고집적 회로는 작동할 때  상당한 양의 전력 소모를 
유발하게 되어 결국 배더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상황을 가지게 한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고 밀도의 칩 안
에서의 많은 전력 소모는 열의 발생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며, 결국 칩 작동의 신뢰성(reliability)을 상당
히 잃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칩의 작동에 따른 열 발생으로 유발되는 칩의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센서 
회로 구현에 관한 것이다. FPGA 칩은 주 목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들을 구현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열 감지 센서 회로를 구현할 자원을 FPGA가 제공을 해 주어야 하는데, 주목적의 회로 공간(즉, 자원) 사
용으로 인해 열 센서 회로 구현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나 여러 지역에 사용 가능한 자원이 소규모로 
흩어진 경우 등 센서 구현을 위한 자원 탐색 및 구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실험을 통해 보이고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특징은  
Branch-and-Bound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적인 search tree 
pruning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1. 서론

  현대 생활에 있어서 전자기기의 공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발전 또한 비약적이었다. 특히 그 발전은, 전자기

기의 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 왔다. 전자 칩

은 진공관에서 시작되어서 현재의 작은 기판 형태로 크기

를 줄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집적 밀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모 전력의 밀도가 늘어나

면서, 칩의 온도가 높아졌다. 또한 이에 따라서 칩의 수명

이나 연산 지연 시간 등이 영향을 받았다. 열이 고성능 

VLSI에 끼치는 악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1, 2].

  온도가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칩의 

계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10-비트 가산기(adder)의 

경우, 온도가 높은 경우, 신호의 도달 시간이 늦춰져서 연

산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3]. 따라서 칩 내에서의 온도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이것을 감지하여, 칩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칩에 온도를 측정하는 sensor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이 점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현장 프로그래밍 가능한 게이트 어레이], 반도체 소

자의 일종) 등에서 이용되는 Ring-oscillator sensor를 주

어진 자원 제약과 지연시간 조건에서 설계하는 기법을 제

안하고 있으며, 특히  sensor를 FPGA의 한정된 여분의 자

원(논리 구현을 위한 회로)에 구현하기 위한 자원 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Branch-and-Bound 

기법에 기반한 방법으로  back-tracking을 효율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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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ing-oscillator의 개요도[4] Inverter는 홀수 

개가 연결 된다.

행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2. FPGA 기반 설계의 열 감지 센서 

2.1 Ring-oscillator 센서

  온도를 감지하는 sensor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용할 sensor 종류는 ring-oscillator 

sensor (그림 1참조) [4]로 회로 시스템의 설계 구현과 동

시에 구현을 하여 FPGA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 설계처럼 특정 application를 구현하는 시스템 

설계에 쉽게 적용, 이용될 수 있다. 우선 ring-oscillator의 

원리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홀수 개의 inverter가 연

결된 loop 에 전기를 통하면, 그 신호가 계속 공전 하게 

된다. 각 inverter와 channel마다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데

에 delay가 생긴다. 이 delay의 총합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0의 신호가 1로 바뀐다. 그러면 delay 총합의 2배에 해당

하는 시간이 이 ring oscillator의 주기가 된다.

  이 구조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delay가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바뀌기 전기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

다. 0과 1 신호의 진동의 진동수(=1/(주기))가 온도가 높아

짐에 따라 줄어들고, 이를 이용해서 추측한 온도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로 응용되기도 하였다 

[4, 5].

2.2 Sensor 설계에 대한 중요성

  시스템 설계에서는 이러한 회로 작동에 따른 열 분산과 

온도 상승을 감지하기 위해서 sensor를 장치해야 한다. 

FPGA 칩에는 Lookup Table (이하 LUT이라 부름)에 

Inverter를 넣을 수 있고(즉,구현할 수 있고), 이들을 

channel 내에 있는 연결선 자원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그런데 sensor는 우선적으로 본래의 기능 작동을 하는 회

로가 구성된 뒤에야 들어가게 된다. 즉 sensor 구현에 필

요한 자원 제약 조건이  있다.

  여러 다수의  ring-oscillator가 비슷한 진동수를 가지면, 

한개의 processor가 시간차를 두고 모든 sensor 정보를 

관리, 제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거꾸로 현재 조건에서 

원하는 진동수를 가진 ring-oscillator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이를 이용, processor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4개 sensor를 무작위로 설

정해서 processor가 4개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각각 

sensor의 설치 위치를 고려해서 적합한 진동수 범위를 찾

는다면, 이 모든 sensor를 한 processor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2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요약하면, 각 sensor에서 생성되는 진동수가 (온도가 

같을 경우) 거의 동일하도록 sensor를 설계하도록 한다.

2.3 문제 정의

  홀수 개 LUT로 inverter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LUT에 한 개의 inverter를 구현한

다는 가정을 한다. 이유는 여러 개의 inverter를 구현한다

고 할 경우, LUT 내에서의 진동수를 맞추기 위한 지연 시

간에 거의 기여를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LUT 

사이는 channel을 통해 잇는다. 이 문제의 경우는 간단하

게 하기 위해서 총 n개의 LUT를 정점(node)으로 하고, 

channel은 이를 연결하는 edge로 한  그래프(graph) 모델

을 사용하였다. 이 때 같은 LUT 쌍 사이에는 모서리가 없

거나 하나뿐이라고 가정한다. Delay의 경우, inverter는 각

각 DI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하고, LUT A와 B사이의 

channel은 각각 고유한 delay인 E[A,B]를 갖고 있다고 가

정한다.

  그러면 문제는, 주어진 LUT와 channel을 가지고 원하는 

진동수의 범위를 가지는 홀수 개 inverter가 이어진 cycle

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듯이, 

inverter와 channel의 delay 총합이 진동수와 반비례 관계

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 원하는 delay 총합의 홀수 길

이 cycle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원하는 

delay 합 범위를 가진 cycle이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문제이다.

2.4 제안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Branch-and-Bound에 

기초한 최적의 해 (즉,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면 반드

시 찾게 되는)를 찾는 방법이다. 즉, 일단 back-tracking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해가 존재 한다면 반드시 

찾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back-tracking의 방법은 해당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형도(search tree)를 계속 그려보

는 데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경우, Branch and Bound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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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가지를 치는 게 (pruning) 필요한 것이다. Branch 

and Bound는 현재 탐색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delay의 상한과 하한 값을 계산한다. 이러한 상한을 Upper 

bound라고 하고, 하한을 Lower bound라고 하자. 이 때 

원하는 delay의 값이 이러한 상한과 하한 값을 벗어나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탐색을 제외한

다.

  Upper bound와 Lower bound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 이 값들을 각각 DU, DL이라고 하자. 그리고 back 

tracking 중 탐색과정은 현재 A1 - ... - AX - BI이라고 하

고, 탐색과정 중에 확정된 delay의 합을 DS라고 할 것이

다.

Upper bound - 가능한 최대의 Delay

조건에 맞는 최대 delay 합을 가진 cycle이 A1 - ... - AX 

- BI - ... - BY - BY+1(=A1)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 사

용되지 않은 정점들을 C1 ~ CZ라고 하고, A={A1, ..., AX}, 

B={BI, .., BY}, C={CI, .., CZ}로 각각 집합으로 묶는다. 

이 탐색 상황에서 진행될 경우 일반적인 delay 합을 D라고 

하고, 정점 A에 연결된 channel들의 delay 중 최대값을 

Emax[Bi]라고 하고, Ri⊂R(=B∪C)의 원소라 하면

   D = DS + (Y-1)DI + ∑E[Bi,Bi+1] (i = 1 .. Y)

≤ DS + (n-1-X)DI + ∑Emax[Bi]

≤ DS + (n-1-X)DI + ∑Emax[Ri] = DU : Upper 

bound 값으로 정의

와 같이 Upper bound값, 즉 가능한 상한 delay 합인 DU

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중간 과정의 값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간 집합 B의 경우, 탐색 과정 중에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max[Bi] 값은 O(n2)만에 미

리 모두 계산해 놓을 수 있다.

Lower bound 계산

현재 탐색 과정이 A1 - ... - AX - BI 이다. 이 때, cycle

을 존재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제외하면 A1과 B1을 

잇는 경로가 남게 된다. 이 경로에서 A1과 B1에 들어가는 

inverter를 제외한 delay를 DP라고 하자. 임의의 정점 C와 

정점 D를 이을 때 가능한 최소의 delay (단 C와 D에 들어

가는 inverter는 계산하지 않는다.)를 Dmin[C,D]라고 하면 

이 값은 항상 DP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Lower Bound 값을 정할 수 있다. 

   D = DS + DP ≥ DS + Dmin[B1,A1] = DL : Lower 

bound #1

이전의 경우, sensor cycle의 inverter가 홀수라는 것을 고

려하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Dmin[i,C,D]을 정점 C

와 정점 D를 있는 최소 delay (이번에도 C와 D의 inverter

는 제외)하되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edge 개수가 i가 0이면 짝수, i가 1이면 홀수 개라는 제한

이 붙는다. Dmin[C,D]가 Dmin[0,C,D]와 Dmin[1,C,D] 중에

서 더 작은 값이다. 그래서 더 큰 bound값을 얻을 가능성

이 있다. Cycle을 이루는 정점의 수가 (X+Y)개 (각각 위의 

집합 A와 B의 원소의 수이다.) 이고, 이는 홀수 개여야 한

다. 현재까지  (X+1)개의 정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남은 

경로의 edge 개수는 Y개이다. X+Y가 홀수여야 하기 때문

에, X가 짝수이면 남은 모서리가 홀수, X가 홀수이면 남은 

모서리가 짝수 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사용하면 새로운 

Lower bound DL'를 구할 수 있다.

   D = DS + DP ≥ DS + Dmin[(X+1)%2,B1,A1] = DL : 

Lower bound #2

Dmin[C,D]나 Dmin[i,C,D]의 경우는 그래프에서의 최단경로  

찾는 알고리즘 적용함으로서 계산해 낼 수 있다.

3.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의 소스 코드는 Microsoft Visual C++ 6.0 

언어로 작성되고, Microsoft Windows에서 구동되었다. 개

발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Algorithm-1 : Branch and Bound with Upper Bound + 

Lower Bound #1

Algorithm-2 : Branch and Bound with Upper Bound + 

Lower Bound #2

Algorithm-3 : No Branch and Bound, Normal 

Back-Tracking

각각 알고리즘에서 효율성의 척도로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탐색하는 경우의 수를 측정하였으며 (표 1 참조), 알고리즘 

1과 2의 차이, 그리고 2와 3의 차이를 각각 %로 나타내었

다. 즉,  (#1-#2)/#1, (#3-#2)/#2 의 값을 구하여 표 2

에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입력 데이터는 크기를 골고

루 한, 다양한 방법으로 랜덤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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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in Dmax Algo-1 Algo-2 Algo-3

1 1000 1100 211812 185861 232463

1000 1050 197028 185861 230914

1000 1010 178669 165112 228157

1000 1004 366881 350108 428310

2 3900 4000 174675 174675 1281497

3950 4000 168315 168312 1427301

3990 4000 153721 153708 1489547

3995 4000 22793131 22786874 63407715

3 4000 4050 56 56 61

4000 4020 153 153 196

4000 4010 327 323 448

4000 4005 322 315 441

4 6000 6100 11151 11148 11304

6000 6050 11146 11140 11304

6000 6020 11444 11433 11603

6000 6010 14595 14581 14872

표 1. Algorithm-1, 2, 3에서의 탐색 경우의 수

# Dmin Dmax Dif%(#1-#2) Dif%(#2-#3)

1 1000 1100 13.962585 20.0470613

1000 1050 6.0082535 19.5107269

1000 1010 8.2107903 27.6322883

1000 1004 4.7908074 18.2582709

2 3900 4000 0 86.369457

3950 4000 0.0017824 88.2076731

3990 4000 0.0084576 89.6808896

3995 4000 0.0274588 64.0629315

3 4000 4050 0 8.19672131

4000 4020 0 21.9387755

4000 4010 1.2383901 27.9017857

4000 4005 2.2222222 28.5714286

4 6000 6100 0.0269107 1.38004246

6000 6050 0.05386 1.45081387

6000 6020 0.0962127 1.46513833

6000 6010 0.0960154 1.95669715

표 2. Algorithm들 사이의 차이를 %로 나타낸 표

[그림 2] Algorithm 1과 2사이 감소 비교

  

[그림 3] Algorithm 2와 3사이의 감소 비교

  그림 3에서 보듯이, 알고리즘 2와 3을 비교했을 때의 차

이는 엄청났다. data-4 의 경우, 차이가 2%내였지만, 나머

지 1~3번 data의 경우 거의 20%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data-4 의 경우, 특수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Algorithm-1과 algorithm-2의 경우는 Lower-bound 값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1의 경우도 최대 14%의 차

이 나타냈고, 2번 data부터는 대부분이 감소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크게 효율의 차이가 없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ring-oscillator 기반 sensor 구현을 찾기 

위한 Branch-and-Bound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특히 

tight한 upper, lower bound 값을 찾는 데에 그 중점을 두

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back tracking과 비교했

을 때, 대부분의 경우 그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추후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특수한 경우들에 대

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고, 탐색 방법으로 breadth-first 

search, 혹은 best-first search 등의 다양한 탐색 방법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해서, 더 효율적인 방

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이용, 

ring-oscillator sensor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데에 상당

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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