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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SOC(system on a chip) 디자인의 요구에 맞도록 ASIC 코어(core)를 테일러링(tailoring)하는 자동화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방법은 코어 디자인을 기술 비의존적 하드웨어 기술 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
uage : HDL)로 표현함으로써 시작한다. 이 하이 레벨 디자인은 기능 혹은 블럭으로 세분화된다.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는 블럭은 필수 유지(must-keep) 지정자로 태그(tag)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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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를 사용하게 될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실행은 하이 레벨 모델 상에서 시뮬레이션된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는 
모델 내의 어느 블럭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사용되고 어느 블럭이 사용되지 않는가에 관한 정보를 축적한다. 어
떤 블럭이 사용되지 않는가에 관한 정보는 제거 불가능한 블럭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와 결합된다. 그 후,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은 미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거 가능한 코어 디자인 내의 블럭을 제거함으로써 테일러링된다.

    
그 다음, 테일러링된 하이 레벨 디자인은 기술 의존적 코어 디자인으로 합성된다. 합성 프로세스는 블럭을 게이트로 대
체하고, 필수 유지 지정자로 태그된 블럭을 대체하는 모든 게이트로 필수 유지 태그를 전파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
드의 시뮬레이션은 로우 레벨 디자인에 대해 반복되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미사용되는 게이트가 무엇인가에 관
한 정보를 축적한다. 이어서, 로우 레벨 디자인은 미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거 가능한 코어 내의 게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테일러링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칩 ASIC 디자인에서 시스템에 대한 코어 로직을 테일러링하는 자동화된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흐름도,

도 2는 제로 토글 블럭 식별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3은 하이 레벨 합성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4는 게이트 레벨 합성 프로세스의 흐름도,

도 5는 게이트 레벨 합성 중에 게이트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집적 회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application-specific inte
grated circuit : ASIC) 상에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 코어(microprocessor core) 영역에 관한 것이다.

    
작금의 전자 산업의 융성은 상당 부분 집적 회로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ASIC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있어서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로직 및 메모리 회로의 집합체이다. ASIC 디자인은 기설계
되고 기검증된 로직 회로 세트에 로직 기능을 매핑시킴으로써 실리콘 다이(silicon die) 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회로
는 가장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코어(core)라 불리는 매우 복잡한 회로를 망라한다. 코어는 전형적으로 디지털 신호 처
리기(digital signal processor : DSP), 첨단 RISC 머신(advanced RISC machine : ARM) 마이크로프로세서, 이더
넷(Ethernet) 기능부 혹은 주변 기기 상호 연결(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 PCI) 제어기와 같은 높은 레
벨의 산업 표준 기능부이다. 구체적인 디자인이 결정되면, 고객은 코어를 조립 블럭으로 사용하여 ASIC 디자인을 빠르
게 조립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레벨 집적(system level integration : SLI) 혹은 시스템-온
-칩(system on a chip : SOC)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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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ASIC 디자인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application code)는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실행을 지원하는 회로와 더
불어 실리콘 다이 상의 판독 전용 메모리(ROM)에 내장된다. 전형적으로, SOC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ASIC 
상의 회로를 사용하게 될 유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이고,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코드는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ASIC 디자인은 칩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보다 전통적인 ASIC 디자인과 
구별된다. 칩 내부에 내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ASIC 회로와는 무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전통적인 ASIC은 ASIC이 지원하게 될 애플리케이션 범위에 필요하도록 설계자가 고안한 만큼 범용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다. 그 결과, 전통적인 ASIC은 넓은 범위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회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ASIC 
내에 설계된 일부 회로는 그 칩을 사용하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예측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관점에서 그 미사용 회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내장형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하게 될 ASIC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미사용 회로는 제거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ASIC이 동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코어의 경우, ASIC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범용 코어 회로 전체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코어를 구성하는 업계 표준 회로 그룹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사용 코어 회로가 디자인에 포
함된다.
    

    
반면에, 회로를 사용하게 될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칩 상에 내장되어 있는 ASIC 디자인을 위해서는, 범용 코어 내
에 미사용 회로를 둘 이유가 없다. 이러한 디자인에 있어서는, 하나의 실리콘 다이 상에 설치될 수 있는 회로의 양을 극
대화하기 위해 다른 방안이 사용될 수 있다. 칩 상에 내장될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도 범용 코어 내의 회로가 사
용되지 않는다면, 그 미사용 회로는 제거될 수 있다. 그 결과는 테일러링(tailoring)된 코어로서, 이 코어는 ASIC 상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지원하는 데에 요구되는 회로만을 구비한다. 코어를 테일러링함으로써, 즉 미사용 회로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적은 전력 소모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의 보다 빠른 실행과, 요구되는 실리콘 면적의 감소 등의 이
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SOC에 있어서, 코어 회로를 테일러링할 필요, 즉 ASIC 디자인 중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미사용될 회로가 무엇인지를 식별하여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미사용 코어 회로의 예는 셀룰러 폰(cellular phone)에 사용되는 SOC의 설계 시에 발생한다. 셀룰러 폰 애플리케이션
은 음질을 높이고 음을 필터링하기 위해 DSP 코어를 필요로 한다. 이동 원격 통신용 전역 시스템(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s : GSM) 애플리케이션에서는 DSP 코어 내의 특정 회로는 크게 사용되는 반면, 코어의 
다른 부분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코어 회로를 테일러링함으로써 DSP의 미사용 부분이 제
거되게 된다. 배터리 동작형 셀룰러 폰에 있어서, 미사용 코어 회로를 제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력 소모의 감소 및 실
리콘 면적의 감소라는 장점은 상당한 것이다. 따라서, 셀룰러 폰에 사용될 SOC 내의 범용 DSP 코어를 테일러링할 필요
가 있다.
    

    
코어 테일러링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칩 디자인 내의 모든 시스템에서 코어 회로를 감소시
키는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사용된 각각의 범용 코어가 ASIC에 내장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테일러
링되어야만 할 것이다. 각각의 ASIC 디자인에 전형적으로 두 개 이상의 코어가 사용되고, 오늘날의 전자 산업에서 AS
IC 사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ASIC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
서, 각각의 ASIC 디자인에 맞게 매우 복잡한 코어 회로를 테일러링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된 회로 감축 방법이 비자동
화된 방법에 비해 확실히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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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코어 회로를 테일러링하는 것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가능한 한 원래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integrity)을 유지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어는 기설계되고 기검증된 기능적 회로의 그룹이기 때문에, 모든 회로는 어떤 목적을 위
해 존재한다.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프로세스는 그 목적이 특정한 세트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것이 아닌 회로를 식별하
여 제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범용 코어 디자인 내의 회로가 통상적인 동작 중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제조 테스트 공
정 시 어떤 용도를 갖거나 에러 복구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미사용 회로를 제거하면 원 디자인의 일체
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코어 테일러링 시에, 특정한 세트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제거될 수 없는 코어 회로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코어 테일러링의 개념은 오늘날 회로 설계 시에 사용되는 다른 로직 감축 도구(logic reduction tool)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러한 도구는 칩 내의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90년 10월 2일에 와타나베(Watanabe) 등에게 특허 허여되고 히타치(Hitachi)사에 
양도된) 'Method For Deleting Unused Gates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Master-Slice Semiconductor I
ntegrated Circuit Device Using The Deleting Method'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4,960,724 호는 전체 회로도에 
걸쳐 신호 경로를 추적하여 접속되지 않은 게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와타나베 등의 방법은 비
록 미사용되더라도 제거하지 말아야 하는 회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어떠한 수단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와타나베 등
의 방법은 또한 자동화되어 있지도 않다.
    

    
일단의 다른 특허들에서는, 회로 활용도를 조사하여 미사용 회로를 제거함으로써 로직 감축이 이루어진다. (1994년 9
월 13일에 페레리(Ferreri) 등에게 허여되고 IBM사에 양도된) 'Method Of Integrated Circuit Chips Design'이라
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5,347,465 호와 (1986년 7월 22일에 아이하라(Aihara) 등에게 허여되고 후지쯔(Fujitsu)사
에 양도된) 'Method Of Manufacturing Master-Slice Integrated Circuit Device'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4,602,
339 호는 접속되지 않은 회로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 어느 것도 어떤 애플리케이션 코드
가 회로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코어를 정확하게 테일러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다른 특허는 중복성 연결(redundant connection)을 찾아서 회로를 감축하였다. (1989년 3월 28일에 버만(Berman) 
등에게 허여되고 IBM사에 양도된) 'Method Of Detecting Constants And Removing Redundant Connections In 
A Logic Network'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4,816,999 호와 (1996년 5월 7일에 오쿠노(Okuno)에게 허여되고 미쯔
비시(Mitsubishi)사에 양도된) 'Apparatus For Detecting Redundant Circuit Included In Logic Circuit And Me
thod Therefor'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5,515,526 호는 중복성 회로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범용 코어 
디자인에 있어서, 코어는 기설계되고 기검증되기 때문에 중복성 회로는 이미 제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런 부류의 특허는 ASIC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데 있어서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지 않다.
    

    
각각의 개별 SOC의 필요에 맞게 코어 로직을 효율적으로 테일러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력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된 
수단이 요구된다. 코어 로직을 정확하게 테일러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코어 회로를 사용하는 유일
한 코드가 될 것인가, 즉 ASIC 상에 내장될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고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코어 로직을 정확하
게 테일러링하기 위한 방법은, 통상적인 애플리케이션 코드 실행 시에는 사용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테스트 및 에러 
복구와 같은 부가적 목적에 필요한 기능을 위해 코어 일체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종래의 방법 중 어느 것도 이
들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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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 또는 SOC ASIC 디자인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코어 회로를 테
일러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진다. 개개의 디자인에 맞게 코어 회로를 테일러링함으로써, 필요 전력이 감소되고, 실
행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의 실리콘 다이 상에 내장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극대화된다. 테일러링된 코어 회로
는 전원, 크기, 무게의 한계를 갖는 배터리 동작형 휴대형 전자 디바이스에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 디바이스
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SOC 디자인에 맞게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가 더욱 
긴요하게 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개별 SOC 디자인의 필요에 맞게 ASIC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개시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우
선 코어 디자인을 기술(technology) 비의존적 하드웨어 기술 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 HDL)로 나타
낸다. 이러한 하이 레벨 디자인은 기능 혹은 블럭들로 세분화된다.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제거
될 수 없는 블럭에는 필수 유지 지정자(must-keep indicator)가 태그(tag)된다.

코어를 사용할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실행은 하이 레벨 모델 상에서 시뮬레이션된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서 모
델 내의 어떤 블럭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사용되고 어떤 블럭이 미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축적된다. 어떤 블
럭이 미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거될 수 없는 블럭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와 결합된다. 이어서, 코어 디자인 내의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거될 수 있는 블럭을 제거함으로써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이 테일러링된다.

    
테일러링된 하이 레벨 디자인은 기술 의존적 코어 디자인이 되게 합성된다. 합성 프로세스에서 블럭은 게이트로 대체되
고, 필수 유지 지정자로 태그된 블럭을 대체하는 모든 게이트에 필수 유지 태그(tag)를 첨부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시뮬레이션은 로우 레벨 디자인 상에서 반복되어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미사용되는 게이트가 어떤 것인지
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다. 이어서, 코어 내의 미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거될 수 있는 게이트를 제거함으로써 로우 레벨 
디자인이 테일러링된다.
    

본 발명의 전술한 특징 및 장점과 다른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은, 후속하는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의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자명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된 도면과 관련하여 기술될 것이며, 동일한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표시된
다.

본 발명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ASIC 코어 개발에 관한 것이다. ASIC 디자인에 전반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비
당업자를 위해, 이하의 개요 부분에서 본 발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기본 개념 및 용어를 제공한다. ASIC 디자인 
분야의 당업자들은 개요는 생략하고 바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해도 무방하다.

개요

    
작금의 전자 산업의 융성은 상당 부분 집적 회로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ASIC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요구를 충족시
키도록 설계된 로직 및 메모리 회로의 집합체이다. 디자인은 가장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코어라 불리는 매우 복잡한 회
로를 망라하는 기설계되고 기검증된 로직 회로의 세트에 로직 기능을 매핑시킴으로써 전형적으로 단일 실리콘 다이 내
에 구현된다. 코어 디자인은 전형적으로 DSP(digital signal processor), ARM(advanced RISC machine)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더넷(Ethernet) 기능부 혹은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제어기와 같은 많은 높은 레벨
의 산업계 표준 기능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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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system on a chip) 디자인이라 불리는 일부 ASIC 디자인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실리콘 다이 상의 회로와 
함께 ROM(read only memory)에 내장된다.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ASIC 상의 회로를 사용
하게 될 유일한 애플리케이션 코드이다. SOC 디자인의 예로 셀룰러 폰에 내장된 ASIC을 들 수 있다. 셀룰러 폰은 모든 
컴퓨터화된 애플리케이션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회로와 함께 ASIC에 내장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셀룰러 폰 애플리케이션은 음을 필터링하고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DSP 코어를 필요로 한다. 소정의 
DSP 코어는 파형을 분석하고 변환하도록 특성화되어 있어 영상, 음, 레이더 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그것들을 필터링
하고 변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셀룰러 폰용 SOC 디자인은 전형적으로 DSP 코어를 그 회로의 일부분으로 
포함할 것이다.
    

    
ASIC 디바이스의 디자인은 ① 디자인 입력, ② 로직 시뮬레이션을 통한 디자인 분석, ③ 로직 합성, ④ 디자인 검증의 
네 가지 기본 단계를 사용한다. 디자인 입력 단계에서, ASIC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하드웨어 기술 언어(HDL)로 
기술된다. 두 가지 주요한 HDL은 Verilog와 VHDL이다. 이들 두 HDL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당히 유사하며 하드웨어 
행태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된 언어이다. 프로그래머가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를 생성할 
특정 컴파일러를 몰라도 프로그램의 동작을 기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HDL은 대부분의 경우 실리콘 내에서의 
최종적인 구현과는 관계없이 설계자로 하여금 높은 레벨에서 그들의 ASIC 디자인의 동작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전형적인 범용 코어는 기설계되고, 기합성되고, 기검증된 게이트 기능부이다. 게이트는 로직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형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조합이다. 코어 디자인은 HDL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들 코어 디자인은 소프트 코어
(soft core)라 불린다. 소프트 코어는 HDL을 사용하여 높은 레벨 혹은 낮은 레벨 네트리스트(netlist)로서 기술될 수 
있다. 네트리스트는 구성 요소 및 그 상호 연결에 관한 파일이다. 높은 레벨의 네트리스트는 기술 비의존적이고 블럭으
로 이루어지며, 그들 블럭은 기능적으로 그룹화된 회로의 섹션(section)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코
어에서, 하나의 블럭은 메모리 유닛일 수 있고, 다른 블럭은 실행 유닛일 수 있고, 또다른 블럭은 디코더 유닛일 수 있다. 
낮은 레벨의 네트리스트는 기술 의존적이며 게이트로 이루어진다.
    

    
HDL로 디자인을 입력한 후, 설계자는 디자인 분석 프로세스를 시작하여 HDL 모델이 의도된 동작을 올바르게 구현하
는지를 결정한다. 종래의 방법은 로직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로직 시뮬레이
터 도구는 Verilog X-L, Cadence사의 Leapfrog, Synopsys사의 VSS, Model Technology, Inc.사의 MTI를 포함한
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동안에, HDL은 설계자가 생성한 한 세트의 입력 벡터와 함께 시뮬레이터 도구로 판독된다. 
시뮬레이터 도구는 획득되어 한 세트의 기대값에 대해 평가되는 출력 벡터를 생성한다. 출력값이 기대값과 같으면, 시
뮬레이션은 통과되고 디자인은 올바른 것으로 간주된다. 출력값이 기대값과 상이하면, 시뮬레이션은 실패한 것이고 디
자인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로직 시뮬레이션 다음 단계에서, 로직 합성에 의해 HDL 표현이 기술 특정(technology-specific) 로직 회로로 변환된
다. 디자인 단계에서, 타이밍, 전력 및 실리콘 면적 제한 요건이 합성 장치에 구체적으로 주어진다. 합성 프로세스의 출
력은 디자인의 로직 동작을 구현하도록 상호 연결된 회로 인스턴스(instance)의 네트리스트이다. 이 네트리스트는 VH
DL, Verilog 및 EDIF(Electronic Design Interchange Format)를 포함하는 여러 포맷 혹은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상호 연결된 회로는 도식적으로 표시된 배선도일 수도 있다. 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와 IBM사의 BooleDoze
r 같은 많은 표준 합성 도구가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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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을 네트리스트로 합성한 후, 디자인은 이러한 디자인이 올바르게 동작하며, 성능, 검사 가능성(testability), 전력, 
실리콘 면적 및 기술 특정 전기적 검사의 면에서의 물리적 제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보장하도록 검증된다. 디자인
이 합성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작적으로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합성 후에, 디자인은 그 동작이 합성 프로세스에 의
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시뮬레이션된다.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개별 SOC 디자인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코어 로직을 테일러링하는 자동화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래는 
범용의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이었던 코어 디자인이 ASIC 상에 코어와 함께 내장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의 특정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주문형 로우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 변환된다. 테일러링 프로세스를 통해 코어 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제거될 수 있고 제거될 수 없는지를 식별함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은 기검증되고 기테스트된 코어 기능의 일체성을 보
장한다. ASIC 상의 코어를 사용하게 될 모든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은 코
어 디자인 중의 어떤 부분이 미사용되는지를 식별한다. 코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미사용되고 제거 가능한가에 관한 정
보를 조합함으로써, 범용 코어 디자인이 특정 SOC 디자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주문 제작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설
계된 ASIC은 테일러링된 코어가 없이 설계된 ASIC에 비해 낮은 전력 요구, 증가된 속도 및 감소된 실리콘 면적의 이점
을 갖는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코어 회로를 테일러링하는 바람직한 방법(100)의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02)은 Verilog 혹은 VHDL과 같은 기술 비의존적 HDL로 작성된 테일러링되지 않은 범용 코어 디자인의 하이 
레벨 표현이다.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은 동일 유닛 혹은 서브루틴을 동작시키는 HDL 그룹인 블럭 혹은 기능으로 세분
화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 코어에서, 하나의 블럭은 메모리 유닛일 수 있고, 다른 블럭은 실행 유닛일 수 있
고, 세 번째 블럭은 로직 디코더 블럭일 수 있다. 일부 블럭은 코어를 사용하게 될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이를 필요로 하
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어, DSP 코어에서, 고객은 직렬 혹은 병렬 포트 블럭 모두를 필요로 하
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어떤 고객이 고정 소수점 연산 블럭(fixed point arithmetic block)만을 필요로 하여 부
동 소수점(floating point) 연산 블럭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방법에 따르면, 태그 삽입 프로세스(110)는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02)에 태그를 부가하여 태그
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을 생성한다. 제거될 수 없는 경우, 즉 코어 디자인에 필수적인 것인 경우 블럭은 필수 
유지로 태그된다. 태그는 블럭에 부착되는 식별자로서, 코어 디자인의 어떠한 제거 불가능 부분도 제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방법(100)의 후속 단계에서 질의(querying)된다. 일부 블럭은 제조 테스트 혹은 에러 복원의 목적으로 필
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블럭들은 코어 일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코어 디자인
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제거될 수 있는 모든 블럭들이 방법(100)의 후속 단계에 의해 제거되지는 않을 것이
다. 블럭들은 제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어 디자인을 사용하게 될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
는 경우에만 제거된다.
    

    
비록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사용되지 않더라도 제거하면 안되는 태그된 블럭의 예로는 제조 테스트를 지원하는 블
럭이 있다. 예를 들어, 내장형 자체 테스트(built in self test : BIST) 블럭은 제거 불가능한 것으로 태그될 것인데, 
이는 제조 테스트 중에 RAM(random access memory) 혹은 ROM(read only memory) 어레이를 테스트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는, 진단의 목적 혹은 카드 어셈블리 테스트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제거 불가능한 
것으로 태그되는 결합 동작 테스트 그룹(joint action test group : JTAG) 포트 블럭이 있다. 따라서, 이들 예에서의 
블럭들이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통상적인 동작 시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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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삽입 프로세스(110)는 방법(100)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특정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02)에 대한 태그 삽입 프로세스(110)가 완료되고 대응하는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이 생성되고 나
면, 동일한 범용 코어 디자인을 다른 ASIC에 맞도록 테일러링할 때마다 태그 삽입 프로세스(110)가 반복될 필요는 없
다. 대신, 태그 삽입 프로세스(110)는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02) 혹은 필수 유지 태그(104)가 변하는 경우에만 실
행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태그 삽입 프로세스(110)는 범용 코어 디자인의 하이 레벨 HDL 표현에서의 변화가 있
을 때 혹은 하이 레벨 디자인에서 무슨 블럭이 필수 유지로 태그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식별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만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이 생성되면, 이는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에 의해 표현되는 코어가 테일러링될 필요가 있는 경우마다 재 사용될 수 있다.
    

    
일단 필수 유지 태그가 코어 디자인에 삽입되면, 단계(120)는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 상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실행을 행태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 단계(120)는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suite)(114)를 입력으
로 사용한다.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114)는 ASIC 상에 내장될 모든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애플리
케이션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 입력 데이터 혹은 테스트 벡터를 포함한다. 코어를 구비하는 ASIC 상에 내장되고, 
그 코어의 유일한 사용자가 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단계(120)에서 시뮬레이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
의 방법은 코어 디자인 내의 어떤 기능부가 이러한 특정 ASIC 디자인 상에서 미사용되는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단계(120)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114)의 행태적 시뮬레이션(behavior
al simulation)을 실행한다. 행태적 레벨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코어 모델이 어떠한 행태를 하게 될지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한다. 즉, 테스트 입력 벡터가 주어지면,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시뮬레이션에 의해 출력 벡터가 생성된다. 표준 시뮬레
이션 도구에 의한 행태적 시뮬레이션은 제로 지연, 단위(unit) 지연 혹은 명목 지연(nominal delay) 동작을 이용할 수 
있다. 제로 지연에서, 모든 블럭은 입력 신호와 출력 트랜지션(transition) 사이에 0의 지연을 갖는다. 단위 지연에서, 
모든 블럭은 1의 지연을 가지며, 명목 지연 시뮬레이션에서, 각각의 블럭은 회로로의 기술 특정 전파 지연(technolog
y specific propagation delay)에 대응하는 지연에 대해 실수(real number)를 갖는다.
    

    
행태적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는 블럭 혹은 서브 블럭(예를 들어, 레지스터 전송) 레벨에서의 네트 토글 카운트 히스토리
(net toggle count history)를 수집한다. 하이 레벨 디자인 내에서, 블럭과 서브 블럭은 네트에 의해 함께 연결되어 있
다. 블럭을 함께 연결해 주는 네트는 입력 및 출력 네트라 불린다. 한 블럭 내에서 서브 블럭을 연결하는 네트는 내부 
네트라 불린다. 행태적 시뮬레이션은 각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중에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에서의 모든 유
형의 네트의 사용을 추적한다.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114) 내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축적
된 히스토리 정보는 행태적 네트 토글 정보 파일(122)에 기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코어와 함께 A
SIC 상에 내장될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어떤 블럭이 사용되는 지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일단 모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된 후, 단계(130)는 제로 토글 블럭을 식별한다. 이 프로세스는 어떤 
블럭이 제거될 수 없는가에 관한 정보를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에 어떤 블럭이 필요한가에 관한 정보와 결
합한다. 이제 도 2를 참조하면, 제로 토글 블럭을 식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130)의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2
는 방법(100)에서의 단계(130)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단계(210)는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로부터 블럭 이름과 필수 유지 태그를 판독한다. 이 정보는 애플리케
이션에 의해 사용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어떤 블럭이 제거될 수 없는지를 나타낸
다. 단계(220)는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수집된 행태적 네트 토글 정보(122)를 판독한다. 이들 두 개의 정보 소
스는 단계(230) 내지 단계(250)에 의해 사용되어,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중에 사용되지 않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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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로 토글 블럭 태그(132)를 생성한다. 제로 토글 태그는 어떤 블럭이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02)로부터 제
거될 수 있는지를 방법(100) 내의 후속하는 단계에 알려주는 지정자이다.
    

단계(232)에서 질의되는 블럭이 관련된 필수 유지 태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블럭에 대해서는 제로 토글 태그가 생성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미사용 블럭이 제
거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코어는 기검증되고 기테스트된 디자인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SOC 디자인에 맞
게 주문 제작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단계(232)에서 질의된 블럭이 관련된 필수 유지 태그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단계(234)는 행태적 네트 토글 
정보(122)를 조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234)는 블럭의 출력 네트가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토글되었는지를 
조사한다. 출력 네트는 기본적으로 코어 내의 블럭 간의 연결부, 즉 다른 블럭의 입력 네트로부터 파생되어 하나의 블럭
으로부터 나오는 연결부이다. 출력 네트가 하나라도 행태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토글되었다면, 이 블럭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블럭에 대해서는 제로 토글 태그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단계(234)가 이 블럭에 대해 어떠한 출력 네트도 토글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단계(236)는 행태적 네트 
토글 정보(122)를 조사한다. 단계(236)는 특히 블럭의 내부 네트가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토글되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내부 네트는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 디자인 내의 서브 블럭 간의 연결부이다. 블럭은 같은 유닛 혹은 서브루틴을 
동작시키는 HDL 그룹이기 때문에, 소정의 블럭은 그 블럭에 대한 내부 네트 중 어느 하나라도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중
에 토글되었다면 블럭은 사용된 것으로 표시될 것이다. 몇몇 예에서, 토글된 내부 네트는 갖지만 토글된 출력 네트는 전
혀 갖지 않는 블럭은 중복 블럭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합이 결과적인 코어 디자인에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
어, 내부 네트가 토글링하여 에러 진단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네트에 관한 정보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블럭의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토글되면, 전체 블럭이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
다.
    

    
이와 달리, 단계(236)가 블럭이 그의 모든 내부 네트에서 제로 토글을 갖는다고 결정하면, 단계(240)는 그 블럭에 대
해 제로 토글 태그를 생성하고 제로 토글 블럭 태그 파일(132)에 그 정보를 기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에 따
른 방법은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제거될 수 있고 코어를 사용하게 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필요로 되지 않는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 내의 모든 로직 블럭을 식별한다. 방법(120)은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
(112) 내의 모든 블럭이 단계(230) 내지 단계(250)에 의해 처리된 경우에 완료된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일단 방법(130)이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로직 블럭이 어떤 것인지를 
식별하면, 방법(140)은 합성 도구를 사용하여 제로 토글 블럭을 제거하고,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을 게이트 레벨 디자
인으로도 불리는 기술 의존적 로우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 합성한다. 프로세스(140)에 사용될 수 있는 합성 도구의 예
로는 Synopsys사의 Design Compiler 혹은 IBM사의 BooleDozer가 있다. 표준 하이 레벨 합성은 블럭들을 회로의 인
스턴스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분해하는 프로세스이다. 합성 프로세스는 하이 레벨 디자인에서 블럭의 기능성을 복
제하는 방식으로 인스턴스화된 회로를 상호 연결시킨다.
    

    
이제 도 3을 참조하면,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을 로우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 합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
하고 있다. 도 3은 방법(100)의 단계(140)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태그된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112)과 제로 
토글 블럭 태그(132)가 단계(310)에서 판독되어, 각각의 블럭은 단계(320) 내지 단계(350)를 통해 개별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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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비록 하이 레벨 시스템 모델을 판독하는 것이 표준 합성 단계이지만,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310)에 대해 
확장 언어(extension language)를 채택하여 제로 토글 블럭 태그(132)를 판독한다. 확장 언어는 합성 도구 동작이 사
용자 작성 루틴으로 인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로직 블럭을 제거하는 데에 확장 언어가 사용된다. 제거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미사용되는 블럭만이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 
레벨 디자인은 코어를 구비하는 ASIC 상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특정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주문 제작된다. 보
다 상세하게는, 블럭은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단계(322)는 블럭이 필수 유지 태그를 갖는지를 조사한다. 필수 유지 태
그를 갖지 않는다면, 블럭은 제거 가능하고, 단계(324)는 블럭이 제로 토글 태그를 갖는지를 조사한다. 제로 토글 태그
를 갖는다면, 블럭은 제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사용되며, 단계(330)는 하이 레벨 디자인으로부터 그 블럭을 제거한
다.
    

    
한편, 블럭이 제거 불가능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의해 사용된다면, 블럭은 단계(340)에서 게이트 레벨로 합성된
다. 즉, 블럭은 회로의 인스턴스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로 분해된다. 인스턴스화된 회로는 하이 레벨 디자인에서의 블
럭의 기능성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다. 단계(322)는 블럭이 제거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한다. 이와 달리, 
단계(322)가 블럭이 제거 가능하다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 단계(324)는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시뮬레이션 중에 
블럭이 사용되는지를 결정한다.
    

    
단계(340)는 블럭의 기술 비의존적 하이 레벨 HDL 표현을 기술 특정 게이트 레벨 표현으로 변환한다. 전형적으로, 각
각의 판매자는 기술 의존적 게이트 레벨 기능의 라이브러리(library)를 갖고 있다. 게이트는 로직 기능을 수행하는 회
로를 형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조합이다. 합성 도구는 하이 레벨 HDL 스테이트먼트(statement)를 보다 원시 기능(pri
mitive function)으로 분해하고,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여 요구된 기능과 라이브러리 내의 기능 간에 일치하는 것을 찾
는다. 일치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합성 도구는 그 회로를 디자인 내에 인스턴스화하고, 그 회로에 셀(cell) 인스턴스 
이름을 부여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전체 블럭이 로직 회로로 매핑될 때까지 계속된다.
    

    
일단 블럭이 게이트 레벨 표현으로 변환되면, 단계(350)는 블럭이 제거 불가능한지를 조사한다. 그렇다면, 단계(350)
는 필수 유지 태그를 블럭의 기능을 복제하도록 인스턴스화된 게이트에 전파한다. 전파는 적절한 게이트에 제거 금지 
태그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거 금지 태그는 게이트 로직을 변경시키지 말 것을 합성 도구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게이트가 제거 불가능한 블럭의 기능을 복제하도록 인스턴스화된 경우에 게이트가 
제거되는 것을 방지한다.
    

    
단계(320) 내지 단계(352)를 통해 모든 블럭이 처리된 후, 단계(360)는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싱크가 없
고(sinkless) 소스가 없는(sourceless) 로직을 제거한다. 싱크가 없는 로직은 어떠한 다른 게이트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이트로부터의 출력이다. 소스가 없는 로직은 어떠한 다른 게이트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이트의 입력이다. 
게이트가 소스가 없는 핀을 구비하거나, 게이트가 싱크가 없는 핀에 신호를 공급하면, 단계(360)는 그 게이트가 제거 
금지 태그를 갖지 않는 한 그 게이트를 제거한다. 싱크가 없고 소스가 없는 로직을 제거하는 것은 합성 도구에 의해 수
행되는 표준 작업이다. 합성 도구는 제거 금지 태그를 인식하여 태그된 게이트에 대한 게이트 로직을 변경시키지 않는
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표준 합성 도구가 코어 블럭의 일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비효율적인 
게이트 회로가 코어 디자인의 일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거될 수 있다면 비효율적인 게이트 회로가 제거될 수 있
게 한다. 단계(360) 이후에 남아 있는 게이트는 게이트 레벨 네트 모델(142)로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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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 1을 참조하면, 다음 단계인 단계(150)는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실행을 재 시뮬레이션한다. 재 시뮬레이
션은 로우 레벨 디자인이 하이 레벨 디자인과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는 것, 즉 합성 프로세스 혹은 하이 레벨 디자인으로
부터 블럭을 제거함으로써 코어 디자인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한다.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114)
는 코어와 함께 ASIC 상에 내장될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테스트 입력 벡터를 다시 제공한다. 재 시뮬레이션 중에,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어떤 게이트가 사용되고 어떤 게이트가 미사용되는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된다. 이 정보는 제로 토
글 태그(152)에 기록된다.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후, 다음 단계인 단계(160)는 코어 디자인을 더 테일러링하기 위한 게이트 레벨 네트 모델(1
42)의 로우 레벨 합성이다. 이제 도 4를 참조하면, 게이트 레벨 네트 모델(142)을 합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의 흐름도를 
도시하고 있다. 도 4는 방법(100)의 합성 단계(160) 중에 이루어지는 단계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단계(410)에
서, 게이트 레벨 네트 모델(142)이 합성 도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판독되고, 확장 언어가 제로 토글 게이트 태그 파일(
152)을 판독하도록 사용된다. 단계(420)는 확장 언어를 사용하여 게이트가 필수 유지 태그와 제로 토글 태그 모두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모두 갖고 있는 경우, 단계(420)는 게이트가 후속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제로 토글로 재 
지정한다.
    

필수 유지 태그는 하이 레벨 합성 중에 제거 불가능한 블럭을 대체한 게이트로 전파되었다. 제로 토글 정보는 내장된 애
플리케이션 코드의 재 시뮬레이션 중에 수집되었다. 게이트가 필수 유지 태그와 제로 토글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단계
(420)는 1의 값을 갖는 토글을 그 게이트에 대한 모든 출력 네트에 할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게이
트 로직이 제거 불가능하도록 태그된 경우에 그 게이트 로직이 후속하는 합성 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거 불가능한 게이트에 대해 일단 제로 토글이 비 제로 토글로 변경되면, 단계(430)는 확장 언어를 사용하여 제로 토
글 네트의 모든 소스 및 싱크 핀을 분리시킨다. 단계(420) 후, 제로 토글 태그를 갖는 게이트만이 제거 가능한 블럭을 
대체한 게이트이다. 게이트의 입력(소스 핀)과 출력(싱크 핀)을 디자인 내의 그들의 상호 연결부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단계(430)는 방법(160)의 후속하는 합성 처리 단계(440, 450)에게 이 게이트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단계(440)는 연결되지 않은 출력(싱크가 없는 핀)을 갖는 모든 로직 게이트를 제거한다. 단계(450)는 연결되지 않은 
입력(소스가 없는 핀)을 갖는 모든 로직 게이트를 감축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어 디자인
에서 미사용되는 모든 게이트는 제거되거나 적어도 감축된다. 이러한 로직 감축 이후에 남아 있는 게이트는 애플리케이
션 특정 게이트 레벨 모델(162)로도 불리는 테일러링된 로우 레벨 코어 디자인을 나타낸다.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게이트 로직을 감축시키기 위해 게이트의 소스 및 싱크 핀을 분리시키는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면(510)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재 시뮬레이션 중에 확인된 제로 토글 네트(512)를 포함하는 게이트 그룹을 
도시하고 있다. 방법(160)의 단계(430)에서 사용된 확장 언어는 게이트(g3, g4)로부터 제로 네트 토글(512)을 분리
시켜 도면(520)에 도시한 중간 단계를 생성한다. 도면(520)은 싱크가 없는 핀(522)에 신호를 공급하는 게이트(g2, 
g3)를 도시하고 있다. 도면(520)은 또한 소스가 없는 핀을 갖는 게이트(g4)를 도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
명의 방법은 후속하는 합성 단계로 하여금 어떤 게이트가 게이트 레벨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가를 식별케 한다.
    

    
방법(160)의 단계(440)는 싱크가 없는 핀을 갖는 모든 게이트, 즉 연결되지 않은 출력을 갖는 모든 게이트를 제거한
다. 도면(520)으로부터 단계(440)는 게이트(g2, g3)를 제거하는데, 이는 g3이 싱크가 없는 핀(522)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방법(160)의 단계(450)는 소스가 없는 핀을 갖는 모든 게이트, 즉 연결되지 않은 입력을 갖는 모든 게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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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시킨다. 소스가 없는 핀을 갖는 게이트를 감축시키는 것은 회로를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개의 입력(그 
중 하나의 입력은 소스가 없음)을 갖는 AND 게이트는 2개의 입력을 갖는 AND 게이트가 되도록 감축될 수 있다. 또다
른 예도, 2개의 입력(그 중 하나는 소스가 없음)을 갖는 NOR 게이트는 인버터가 되도록 감축될 수 있다. 최선의 경우, 
소스가 없는 핀을 갖는 게이트는 제거되어 단순한 와이어로 대체될 수 있다. 도면(520)으로부터, 단계(450)는 소스가 
없는 핀(524)을 인식하여, 게이트(g4)가 단순한 와이어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 감축 후에, 입력 포트(E)
는 게이트(g5)에 직접 연결된다.
    

    
도면(530)은 싱크가 없는 핀을 제거하고 소스가 없는 핀을 감축시킨 후의 결과를 나타낸다. 게이트(g2, g3, g4)는 게
이트 레벨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되었다. 그 결과, 포트(B)에 대한 부하는 반으로 줄어들어, 포트(B)를 구동하는 회로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포트(B) 상의 줄어든 용량성 부하로 인해 전력을 절약할 것이다. 비록 게이트(g2)가 토글되었을지
라도, 게이트(g2)의 모든 출력이 제로 토글 게이트(g3)로 입력되기 때문에, 게이트(g2)는 필요없으므로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스위칭 게이트(g2)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절약하며, 이로 인해 동
작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도 1을 다시 참조하면, 특정 게이트 레벨 모델(162)이 합성 단계(160)에 의해 생성되면, 단계(170)는 내장된 애플리
케이션 테스트 스위트(114)를 입력으로 재차 사용하여 단계(150)에서와 같이 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재 시뮬레이
션은 단계(160)에서의 로직 감축 이후의 로우 레벨 디자인이 단계(160) 전의 로우 레벨 디자인과 동일한 결과를 생성
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즉, 단계(170)는 애플리케이션 특정 게이트 레벨 모델(162)의 게이트 레벨 검증단계이다. 단계
(170)에 의해 방법(100)이 완료된다. 범용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어떤 코어 로직을 
제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로직을 제거하여, ASIC 상에 함께 내장될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대해 테일러링된 코어 
디자인을 생성하였다. 미사용 블럭 및 게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테일러링된 코어는 보다 낮은 전력 소모, 감소된 실리콘 
면적, 보다 빨라진 실행 시간이라는 이점을 얻는다.
    

    
보다 상세하게, SOC 상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범용 코어 디자인을 주문 제작하는 프로세
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코어 디자인의 하이 레벨 HDL로 표현된 블럭은 제거 가능 혹은 제거 불가능한 것으
로 식별되어야 한다. 하이 레벨 코어 디자인은 코어를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하는 내장된 애플리케
이션 테스트 스위트를 사용하여 행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된다.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어떤 블럭이 토글되지 않
는지에 관한 정보가 축적된다. 제거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미사용된 블럭은 하이 레벨 디자인으
로부터 제거된다.
    

    
그 후, 테일러링된 하이 레벨 디자인은 로우 레벨 디자인으로 합성되어, 제거 가능 및 제거 불가능 정보가 게이트 레벨
로 전파된다. 로우 레벨 코어 디자인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를 사용하여 재 시뮬레이션된다. 재 시뮬레
이션 중에 어떤 게이트가 토글되지 않는가에 관한 정보가 축적된다. 제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 시뮬레이션 동안에 미
사용된 게이트는 로우 레벨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된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특정 로우 레벨 디자인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를 다시 한 번 사용하여 게이트 레벨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실행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은 칩 디자인 내의 시스템 상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범용 코어 디자인을 주문 
제작하는 자동화된 수단을 제공한다.
    

본 발명을 바람직한 방법을 참조하여 특정하게 도시하고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남이 없이 형태 
및 상세한 부분에서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도전체(연결부)
를 도면에서는 단일 라인으로 도시하고 있으나, 그들 도전체가 제한적인 의미로 그렇게 도시된 것이 아니라, 본 기술 분
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도전체(연결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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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SOC(system on a chip)에 적응적으로 ASIC 코어를 테일러링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전력 소
모를 줄이고 설계 시 차지하는 실리콘 면적을 감소시키고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 ASIC)를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ASIC의 시뮬레이션 모델 상에서 상기 ASIC에 의해 수행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 — 상기 모델은 상기 AS
IC에 의해 수행 가능하며 제거 불가능한 기능과 제거 가능한 기능을 포함함 — 와,

②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계 중에 상기 모델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상기 ASIC에 의해 수행 가능하며 상
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함 — 와,

③ 제거 가능한 기능이기도한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상기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계 ①은 상기 ASIC에 의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모니터링 단계 ②는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중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는 상기 제거 가능
한 기능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니터링 단계 ②가 제거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중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는 기능
에 대해 제로 토글 태그(zero toggle tag)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상기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제거하는 상기 단계 ③이, 제로 토글 태그를 갖지 않는 기능만을 상
기 ASIC의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로 합성하는 단계 —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이 제거 가능 및 제거 
불가능한 게이트를 포함함 — 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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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④ 상기 ASIC의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 상에서 상기 ASIC에 의해 수행될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재 실행하
는 단계와,

⑤ 상기 애플리케이션 재 실행 단계 중에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상기 모니
터링 단계가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 내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를 식별하는 단
계를 포함함 — 와,

⑥ 제거 가능한 게이트이기도한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⑦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를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로부터 제거하는 상기 단계가 상기 ASIC의 상기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모델의 기능성을 변경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7.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을 표현하는 단계 —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은 다수의 제거 가능 및 제거 불가능한 블
럭으로 세분화됨 — 와,

②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 상에서 상기 ASIC 상에서 실행될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행태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와,

③ 상기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상기 모니터링은 상기 
다수의 블럭 중 어떤 블럭이 상기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비활성 상태에 있는지를 식별함 — 와,

④ 상기 비활성 블럭이 또한 제거 가능하면,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비활성 블럭을 제거하는 단계
와,

⑤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을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으로 합성하는 단계 —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은 
다수의 제거 가능 및 제거 불가능한 게이트로 세분화됨 — 와,

⑥ 상기 ASIC 디자인 상에서 실행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 상에
서 재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와,

⑦ 상기 재 시뮬레이션 단계 중에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 상기 모니터링은 상
기 다수의 제거 가능 및 제거 불가능한 게이트 중 어떤 게이트가 상기 재 시뮬레이션 중에 비활성 상태에 있는지를 식별
함 —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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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상기 비활성 게이트가 또한 제거 가능한 게이트라면,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비활성 게이트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⑨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비활성 게이트를 제거하는 단계가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의 
기능성을 변경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행태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상기 단계 ②가 상기 ASIC 상에서 실행될 것으
로 예상되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행태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비활성 게이트를 제거하는 상기 단계 ⑧이,

㉠ 상기 비활성 게이트가 또한 제거 가능하면, 상기 비활성 게이트의 소스 및 싱크 핀을 분리시키는 단계와,

㉡ 싱크가 없는 출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를 제거하는 단계와,

㉢ 소스가 없는 입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를 감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을 표현하는 상기 단계 ①이, 다수의 블럭으로 세분화된 하이 레벨 ASIC 디자인 내의 적어도 하
나의 제거 불가능한 블럭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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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을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으로 합성하는 상기 단계 ⑤가, 제거 불가능한 블럭에 관한 정
보를 각각의 제거 불가능한 블럭으로부터 합성된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각각으로 전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 내의 적어도 하나의 제거 불가능한 블럭을 식별하는 상기 단계가,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 내의 제거 불가능한 블럭에 필수 유지 태그(must-keep tag)를 삽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을 게이트 레벨 ASIC 디자인으로 합성하는 상기 단계 ⑤가, 상기 필수 유지 태그를 각각의 
제거 불가능한 블럭으로부터 합성된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 각각에 전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5.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상기 단계 ③이,

㉠ 행태적 시뮬레이션 중에 비활성 상태에 있는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 내의 각각의 제거 가능한 블럭에 대해 제
로 토글 태그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비활성 블럭이 또한 제거 가능하면,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비활성 블럭을 제거하는 상기 단
계 ④가, 상기 하이 레벨 ASIC 디자인으로부터 관련된 제로 토글 태그를 갖는 각각의 블럭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7.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① 상기 ASIC 상에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다
수의 입력 테스트 벡터를 포함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application test suite)를 생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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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ASIC 상에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중의 적어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지원하는 데에 요구되는 범용 코어 디자인을 선택하는 단계 —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은 다수의 하이 레벨 하드웨어 기
술 언어 스테이트먼트(high level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statement)를 포함하며, 다수의 블럭으로 세분화
됨 — 와,

③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 내의 적어도 하나의 블럭을 식별하는 단계와,

④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 — 상기 시뮬레
이션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의 상기 실행 중에 사용되지 않는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 내의 적어도 하
나의 블럭을 식별함 — 와,

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되지 않는 블럭이 또한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블럭인 경우, 상기 
범용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되지 않는 블럭을 제거함으로써 하이 레벨 테일러링(tailoring)된 
코어 디자인을 생성하는 단계와,

⑥ 상기 하이 레벨 테일러링된 코어 디자인을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 합성하는 단계 —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
자인은 회로 인스턴스(instance)의 네트리스트(netlist)를 포함하고 다수의 게이트로 세분화됨 — 와,

⑦ 제거될 수 있는 블럭의 상기 식별을 제거될 수 있는 상기 블럭 각각으로부터 합성된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로 전파하
는 단계와,

⑧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의 실행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 — 상기 
시뮬레이션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스위트의 상기 실행 중에 사용되지 않는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 
내의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를 식별함 — 와,

⑨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가 또한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게이트인 
경우,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테일러링된 게
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⑩ 상기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테일러링된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 ⑨가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의 기능성을 변경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사용되지 않는 게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테일러링된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을 생성하는 상기 단계 
⑨가,

㉠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거될 수 있는 게이트의 소스 및 싱크 핀을 분리하는 단계와,

㉡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싱크가 없는 출력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를 제거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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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게이트 레벨 코어 디자인으로부터 소스가 없는 적어도 하나의 게이트를 감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응용 주문형 집적 회로 설계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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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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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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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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