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FPGA 개요
1.1 FPGA 개념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PAL(Programmable Array Logic)을 저밀도
(low density) PLD(Programmable Logic Devices)로 분류함에 비하여 고밀도 PLD로 분류
된다. 따라서 FPGA도 PAL과 마찬가지로 전기적인 퓨즈에 의한 사용자 프로그래밍으로 원
하는 custom 회로를 빠른 시간에 구현할 수 있게 하여준다. 그러나 PAL이 일반적으로
AND - OR 게이트로 된 구조적인 어레이를 취함에 따른 회로 구현의 효율성이 낮은 것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틀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논리 및 연결 구조로 인하여 고성능의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1 FPGA 개념적 구조도

그림 1-1은 FPGA의 개념적인 구조도를 보여준다. 그림의 논리 블록(logic block)에는 디

지틀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게이트, 플립플롭, 멀티플렉서, 메모리 등이 배치되어 있다.
I/O 셀에는 입력 및 출력 회로를 설계 용도에 맞게 구성하기 위한 회로들이 외부 핀 및
입출력 보호회로 등이 배치되어 있다.
FPGA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배선 영역 (interconnection resources)이다. 배선 영
역의 구조는 논리 블록과 논리 블록 사이의 신호를 연결하거나, 논리 블록과 I/O 셀을 연결
하기 위한 배선 와이어와 와이어 사이의 전기적 연결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배선의 길이
는 디지틀 회로의 동작 속도에 매우 영향을 미치므로 FPGA의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
지한다.
논리 블록, I/O 셀, 배선 구조에 형태에 따라 FPGA 칩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의 칩 사용
률이 크게 영향을 받게된다.
FPGA는 1985년 Xilinx사에 의하여 처음 소개된 이후로 현재 많은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유사 소자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 1.1에는 몇 회사의 FPGA 소자에 대한 프로그래밍 방식,
게이트 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입출력 수에 대한 특성을 보인다.
FPGA는 소자에 포함된 게이트 개수, 입출력 블록 및 핀 수, 동작 속도에 따라 가격의 차
이가 매우 크고 구현 후 회로 성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응용 목적에 적합한 소자를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FPGA 상용 소자
Types

회 사
Altera

계 열

(1,000)

입출력핀수

0.6-5

36-164

MAX 9000

6-12

159-216

7-20

*

130-226

25-45

*

148-312

2.5-5

32-64

5-20

68-256

32-512

33-270

MAX 5000

0.6-3.7

16-67

Classic EPLD

0.3-0.9

22-64

Xilinx

XC9500/XL/XV

0.8-64

34-192

Cypress

Delta 39k

30-200

32-264

ACT 2

2.5-8

72-140

ACT 3

1.5-10

70-228

pASIC 1

1-8

40-180

pASIC 3

8-38

70-316

XC 4000E

2-85

64-448

30-330

400-1200

Spartan-3

50-5000

124-784

FLEX 10K

10-250

59-470

APEX 20K

30-1500

128-808

Cyclone III

50-120

94-535

Stratix III

50-340

288-1104

Lattice

ispLSI 8000
MACH 2 (Vantis)
MACH 5

Xilinx
EPROM

사용자

MAX 7000
ispLSI 3000

EEPROM

게이트수

Altera

CoolRunner-II

Flash

Actel
Anti-fuse
QuickLogic

Xilinx
SRAM
Altera

Virtex-5

* PLD 게이트 수로 환산됨, 다른 소자는 ASIC 게이트 수로 환산된 것임.
PLD 게이트 수가 ASIC 게이트 수에 비해 각 회사에 따라 1.5-3배 정도 크게 나타남.

최근에 나타난 Configurable System-on-Chip (CSoC)은 embedded processor PLD의
개념으로 기존의 FPGA와 CPU 기능을 전기적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통합한 형태의 소
자이다. CSoC의 종류와 제공 회사로는 표 1.2와 같은 것들이 있다.

표 1.2 CSoC 회사와 종류
회 사
Triscend
Atmel
Altera

계 열
E5

3x-Accelerated 8-bit 8051 CISC

A7

ARM7TDMI 32-bit RISC

FPSLIC

8-bit AVR RISC

Excalibur

ARM922T 32-bit RISC

XM

MIPS32™ 4Kc™ 32-bit RISC

Xilinx
Cypress

CPU

PowerPC 32-bit RISC
PSoC

M8C 8-bit RISC

QuickLogic

QuickMIPS

MIPS32™ 4Kc™32-bit RISC

Chameleon

CS2000

ARC 32-bit RISC

SIDSA

FIPSOC

8-bit 8051 CISC

1.2 FPGA 프로그래밍 구조
FPGA의 연결 스위치에 대한 프로그래밍 구조에는 SRAM, anti-fuse, EPROM 또는
EEPROM 등이 있는데 칩의 면적, 지연시간, 성능, 집적도, 표준공정 사용, 가격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정보의 불휘발성 (non-volatile), 소자의 재사용성
(re-programmable), 시스템에 장착된 채로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가 (ISP, In-System
Programmability)도 프로그래밍 구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1.2.1 SRAM 프로그래밍
SRAM (Static RAM) 프로그래밍 구조를 사용하는 회사로는 Xilinx, Altera, Lucent 등이
있다.
이 구조에서는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연결 스위치 점이 SRAM 셀에 의하여 조정되어지는
pass-transistors, transmission gates, 혹은 멀티플렉서 등을 사용한다.
그림 1-2에 SRAM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한 FPGA의 연결 셀 구조를 보인다. SRAM 방식
에서는 연결점을 제어하기 위한 배열 (configuration) 정보가 SRAM 셀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림 1-2 SRAM 프로그래밍
이것은 동작 전원이 OFF되면 그 정보를 유실하는 휘발성(volatile) 기억 소자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FPGA의 배열 정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별
도의 configuration ROM 또는 저장 매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SRAM 셀에 대한 ON/OFF 정
보를 저장하여 두고 시스템의 초기화시 이 정보는 FPGA의 SRAM을 configure하기 위하여
download 된다.
다른 방식에 비하여 SRAM 구조는 비교적 면적을 많이 차지하나 재프로그래밍이 시스템
안에서 장착된 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표준 CMOS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방식에 비하여 SRAM 프로그래밍은 SRAM이 동작
하기 위한 정전류 및 동적 전류로 인하여 전력소모가 비교적 크다. 스위칭 소자로 작용하는
SRAM의 저항과 capacitance 성분도 크게 되므로 회로의 성능이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SRAM 프로그래밍 방식의 FPGA는 시스템의 초기 개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2 Anti-fuse 프로그래밍
Anti-fuse 방식은 Actel, QuickLogic사 등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림 1-3에 Actel에서 사
용하는 anti-fuse 방식을 보인다.
이것은 그림 1-3(a)의 단면층에서 보인 구조와 같이 3개의 층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아래
층은

heavily-doped된

+

n

반도체층,

유전체로

이루어지는

중간

절연층과

최상층의

polysilicon 전도층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에 비교적 높은 18 V의 전압을 anti-fuse 터미널에 인가하고 5 mA 정도 되는 전
+

류를 흐르게 하면, 중간층의 유전체가 열에 의하여 녹게 되고 Poly-Si 층과 n 층 사이에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퓨즈가 파괴된 후 연결되는 두 개의 전도층은 각각 전도성이 좋은 금속층과 연결되어 약
300-500 ohm의 낮은 저항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1-3(b)에는 이에 대한 평면 구조도를
보인다.
Anti-fuse 방식의 FPGA는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별도의 마스크 제조 공정이 필요하나 프
로그래밍을 위한 칩 면적은 매우 작다. 한편, 한번 프로그래밍을 하게된 소자는 재프로그래

밍이 불가능하며 프로그래밍된 정보는 전원에 상관없이 보존되는 불휘발성이다.

(a) 단면층

(b) 평면 구조
그림 1-3 Actel의 anti-fuse 프로그래밍

1.2.3. EPROM 프로그래밍
EEPROM을 포함한 EPROM 프로그래밍 방식 소자는 Altera, Lattice, Lattice (Vantis를 흡
수함)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EPROM 메모리와 동일한 기술에 의하여 제조된다.
그림 1-4에 보인 EPROM 트랜지스터는 select와 floating 두 개의 게이트를 가진 구조로,
floating 게이트는 select 게이트와 트랜지스터의 채널 사이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
태로 들어 있다.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floating 게이트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트랜
지스터는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select 게이트에 의하여 turn-on 시킬 수 있다. 만약, 이
트랜지스터가 프로그래밍되면 floating 게이트에 전하가 포획되는 상태가 되고 이 전하는 트
랜지스터를 영구적으로 turn-off 하게 한다.

그림 1-4 EPROM 프로그래밍

이러한 방법으로 EPROM은 프로그래밍 스위치로 사용된다. 프로그래밍된

EPROM 소자

는 불휘발성이나, 자외선을 일정 시간 조사하게 되면 포획된 전하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칩 면적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4에서 프로그래밍 소
자인 EPROM 트랜지스터는 pull-down 소자로 사용되므로 pull-up 저항을 통한 정적 전력
소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1.3 FPGA 설계 과정
이 절에서는 FPGA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계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
다. Altera의 MAX+plusⅡ는 이러한 FPGA 설계 툴인데 이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방법에 대
하여서는 뒷 장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FPGA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적 설계 과정은 그림 1-5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
다.
초기 단계는 논리 회로에 대한 회로를 작성하는 일로써, 스키매틱 편집기, 부울식, 상태
도, 또는 VHDL 등과 같은 언어를 따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입력 수
단에 의한 설계 입력 형식은 각 형식의 변환기를 거쳐 보통 툴이 회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공용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은 여러 개의 설계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병합되어 사용되는
데, 이 회로 파일을 벤더가 제공하는 FPGA 칩의 적합한 논리 블록 및 입출력 블록으로 분
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적당한 블록에 논리 블록을 위치시킨 후 필요한 연결을 한다. 구현
된 회로의 성능과 기능은 시뮬레이터 등을 사용하여 검증된다. 최종적으로 비트 맵 파일을
생성한 후 다운로드 케이블을 통하여 FPGA 칩을 configuration을 하는 과정으로 FPGA의
구현이 끝난다.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과정을 살펴본다.
(1) 초기 설계 입력 (initial design entry)
초기 입력은 스키매틱 캡쳐 툴을 사용하여 논리 회로를 입력한다. 이것은 회로 블록
을 연결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사용 가능한 빌딩 블록들은 FPGA 공
급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지는 소자 라이브러리로부터 취하여진다.
라이브러리들은 FPGA의 칩 구조를 사용하여 미리 설계된 기능을 가진 회로들로 구
성되며 게이트 수의 최소화 사용을 보장하고 기존에 설계되어 안정된 동작을 하는 회
로를 재사용하게 하므로 설계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스키매틱 캡쳐 프로그램은 보통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과
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호환성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스키매틱 입력에서 서로 다
른 툴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상이성의 호환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준 입력 형식
으로는 EDIF (Electronics Design Interchange

Format)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

픽적인 입력 외에도 문자적인 방법으로, 부울식, HDL (High level Description
Language) 인 VHDL 이나 Velilog HDL 등에 의한 입력이 대규모 회로 설계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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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optimization

Technology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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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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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ing

그림 1-5 FPGA 설계 과정
(2) 설계 데이터 변환
스키매틱이나 문자 또는 이들의 혼합에 의한 입력 형태는 FPGA 설계 툴이 이해하는
하나의 통합된 네트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변환된다.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
하여 설계된 입력 형태를 다른 회사의 FPGA로 구현하고자 할 때 EDIF를 사용하거나
두 회사 사이에서 상호 회사의 라이브러리를 인지하여 설계 데이터를 상호 변환할 수
있는 변환 툴이 있으면 입력 파일을 재입력하지 않고 변환 툴을 사용하여 설계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3) 논리 최적화 (logic optimization)
설계된 회로를 FPGA로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FPGA의 한정된 게이트 자원을 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논리 최적화 단계는 필수적이다. 논리최적화는 설계된 회로와 등가
이면서 최소의 논리게이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게이트 수는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소의
지연 시간으로 동작하는 회로를 합성하는 단계이다. 논리 최적화는 FPGA의 특정 논
리 블록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인 논리합성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논리최적화는 회로의 함수생성과 최적 설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이 목
적을 위하여 특별한 CAD 툴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툴에는
Synplify, LeonardoSpectrum 및 FPGA Compiler 등이 있다.
(4) 기술 매핑 (technology mapping)
분할(partition)과 fitting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적화된 설계 회로가 FPGA의 게
이트 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여러 개의 FPGA에 설계된 회로를 나누어 구현하게
하는 단계를 분할이라고 한다.
Fitting 과정은 설계된 회로의 각 부분들이 FPGA의 논리 블록들을 사용한 형태의 회

로에 맞게 변환되는 것이다.
기술 매핑은 FPGA 논리 블록의 형태에 의존하여 회로를 할당하므로 FPGA 회사에서
제공하는 툴은 각 칩에 가장 최적인 상태로 설계된 회로를 매핑할 수 있게 한다. 설
계된 전체 회로가 특정 FPGA 칩에 구현될 수 있는 규모인가는 이 단계를 수행하면
알 수 있다.
(5) 배치 및 배선 (P&R, placement and routing)
매핑된 각 설계 블록들을 FPGA의 특정 논리 블록 위치에 지정하는 단계를 배치라
한다. 배치된 각 블록들을 회로의 연결 정보에 따라 연결선 및 전기적 스위치를 사용
하여 상호 연결하는 단계를 배선이라고 한다.
배치와 배선은 그 결과가 상호 의존적인 작업이다. 좋은 배치는 좋은 배선을 보장한
다. 좋은 배선이란 회로가 칩 내에서 100% 배선률을 이루면서, 각 논리를 연결하는
와이어의 연결 경로가 가능하면 짧게 되어 신호의 지연 시간이 작게 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연결도가 많은 회로들은 인접된 논리 블록에 배치되고
외부로 출력되는 신호를 가진 블록들은 입출력 셀과 가까운 쪽에 위치하게 되도록 배
치가 일어날 것이다.
경우에 따라 100% 배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칩의 논리
블록에 비하여 회로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연결도가 많아서 칩의 배선이 완전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른 소자를 사용하거나 회로를 분할하여 다수
의 칩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툴에 따라서 수동으로 배치 또는 배선을 설계자가 변경
할 수 있는 레이아웃 (layout) 편집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100% 배선률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FPGA 칩은 벤더가 제공하는 최대 게이트 수를
설계자가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게이트의 70%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6) 설계 검증과 성능 추정
배치 및 배선이 끝난 회로는 실제적인 회로의 구현 형태가 FPGA의 칩상에 이루어진
단계이므로 각 회로 부분의 연결 와이어간의 실제 거리, 스위칭점 등을 사용하여 지
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back annotation을 할 수 있다. Back annotation
정보는 각 와이어간의 배선 길이가 capacitance 및 저항 성분으로 모델링되어 타이
밍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칩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한다. 타이밍이나 기능
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설계된 회로의 실제 동작 속도에 관한 성능을 추정할 수 있
다.
(7) Configuration and downloading
배선이 끝난 회로는 각 전기적인 스위치에 대한 configuration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이 configuration 정보를 2진 비트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JEDEC (Joint Electronic
Device Engineering Council) 파일 형태로 저장한다. 다운로드 케이블을 사용하여 비
트 스트림을 바로 FPGA 칩에 다운로드하여 칩을 configuration하면 설계된 회로의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2진 파일을 EPROM 기록기를 사용하여 EPROM을 프로
그래밍하여 configuration ROM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 2 장
FPGA 구조
상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FPGA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하
기를 원하는 회로에 따라 가장 적당한 소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FPGA를 사용하여 설계를 하기 위하여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FPGA 칩 구조를 이해하
고 있을 때 보다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FPGA 칩에 대
한 전반적인 지침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칩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FPGA 칩의 일반적 형
태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FPGA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소자의 게이트 수, 입출력 수, 최대 동작 속도와 소자 가격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여기에 FPGA를 설계하기에 편리하고 성능이 좋은 설계 툴은
최적화된 설계로 회로의 동작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FPGA 설계 환경도 중요한 선정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Altera사의 대표적 FPGA 계열에 대한 기본 블록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FPGA로는 Xilinx, Lattice, QuickLogic, Actel 등의 제품에
속하는 몇 개의 계열이 있는데 각 소자에 대한 매뉴얼을 구하여 참조하기 바란다.

2.1 Altera FLEX 10K 계열
Altera에서 제공되는 FPGA 계열은 크게, SRAM 방식의 FLEX(Flexible Logic Element
MatriX) 10K, APEX 20K, ACEX 및 FLEX 8000 계열과 EEPROM 방식의

MAX (Multiple

Array MatriX) 9000 및 MAX 7000, EPROM 방식의 MAX 5000 및 Classic과 SRAM &
FLASH 방식의 FLASHlogic 계열로 구분된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embedded 프로세서
칩인 Excalibur는 APEX20K 구조에

ARM922T 프로세서를 탑재한 SRAM 방식 계열이다.

동일 계열은 프로그래밍 방법, 논리 및 I/O 블록, 배선 구조 등이 동일하며, 게이트 수에 따
라 소자 종류가 구분된다. 같은 소자 종류에서는 입출력 수

및 동작 속도, 칩의 패키지 형

태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 소자 이름이 결정된다. Altera FPGA 중 FLEX 10K 계열 (ACEX,
Cyclone 등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의 소자 구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 FLEX 10K 계열
• Flexible Logic Element matriX (FLEX) 구조
• SRAM 프로그래밍 구조
• look-up table 논리 블록 구조

일반적인 특성
￭ Embedded array : 메모리, megafunction 구현
￭ Logic array : glue logic 구현
￭ 게이트 개수 : 10,000 - 250,000
- 논리 블록 개수 : 72 - 1,520
- RAM : 6,144 - 40,960
￭ 최대 사용자 입출력 핀 수 : 134 - 470
￭ 동작 전원 :

5.0V - FLEX 10K
3.3V - FLEX 10KA
2.5V - FLEX 10KB

￭ 저전력 소모 : 0.5 mA in standby mode
￭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standard compliant :
FLEX 10K, FLEX 10KA
￭ Built-In JTAG BST (Boundary Scan Test)
￭ ICR (In Circuit Reconfigurability) :
외부 EPROM, microprocessor,
JTAG (Joint Test Action Group) port
￭ 설계 툴 지원 : MAX+Plus II, Quartus
설계 입력 방식 - EDIF, Verilog HDL, VHDL,
스키매틱, 그외 EDA와의 interface
■ 표 2.1 10K 계열 소자

1 lab = 8 LEs
1 EAB = 2,048 bits RAM
■ 동작 전원

■ Package 및 핀 수

(1) package type 이름
L : PLCC (plastic J-lead chip carrier)
T : TQFP (plastic thin quad flat pack)
Q : PQFP (plastic quad flat pack)
R : RQFP (power quad flat pack)
G : PGA (ceramic pin grid array)
B : BGA (ball grid array)
(2) 각 소자는 다음 동작온도 범위에 의하여 구분
C : Commercial (0。C - 70。C)
I : Industrial (-40。C- 85。C)

- Package의 종류 구분 : 게이트 수, package 종류, 핀 수, 동작 온도, speed 등급 등
포함.
소자이름 예 :

EPF10K100ARC240-3

FLEX 10KA 계열, 100,000 게이트 수, 240 핀의 RQFP package
o

o

동작 온도 범위 0 C - 70 C, speed grade -3

■ FLEX 10K & 10KA 성능

- LAB (Logic Array Block) : 행열 배치
- EAB (Embedded Array Bock) : 행 단위로 배치
- IOE (I/O Element) : 칩 외부에 배치
- Interconnection : LAB, EAB, IOE 연결
- 1 LAB은 약 96 정도의 usuable 게이트에 해당 :
8 비트 카운터, adder, decoder, state machine 등의 논리 구현에 적합

￭ EAB (Embedded Array Bock)
- 메모리 구현 : RAM, ROM, FIFO, dual port RAM
- multiplier, vector scalar, digital filter,
micro-controller 회로 등에 사용
- 1 EAB 크기 : 2,048 비트
구현 가능회로 예 : 4x4 multiplier with 8 I/Os
- local interconnect channels : 22 -26
- dedicated memory <- reduce timing , routing predictable
- MaxPlus II의 LPM 라이브러리 사용하여 설계시 최적 설계

- synchronous RAM : WE 신호는 global clock에 대하여 self-timed
asynchronous RAM : user WE 신호 생성필요,
데이터 및 주소선의 setup/hold timing 필요

- EAB 메모리 배열 :

256x8, 512x4, 1024x2, 2048x1

- more bits RAM 구성 :

combine multiple EABs

- multiplexing EABs
Address 확장
address, output에 MUX회로 추가 : small delay
Multiplexed EABs: 4,096 x 1

￭ LAB (Logic Array Block)
- 8개 LE (Logic Element)
- carry and cascade chain
- LAB control signal
- local 연결 배선
- 칩내 행열 배치

- FLEX 10K LAB 구조

￭ LE (Logic Element)
- general logic 구현
- 4 input LUT (Look-Up Table)
- programmable D F/F
- carry chain, cascade chain
- local and FastTrack interconnect

ripple carry 회로 :
binary counter, adder, comparator

large fanin 입력 회로 : cascade chain 이용하여 LUT를 병렬 연결사용
- LE의 4가지 동작 모드
Normal 모드 : 일반적 glue 논리회로, 디코딩 회로
Arithmetic 모드 : adder, accumulator, comparator
Up/down counter 모드 : 동기형 load, up/down, 비동기형 clear
Clearable counter 모드 : 동기형 load, clear

- Clearable Counter mode
비동기 clear
비동기 preset
비동기 clear and preset
비동기 load with clear
비동기 load with preset
비동기 load without clear or preset

￭ FastTrack Interconnect
- global row and column routing channels
- LE와 I/O 핀의 연결

- 6 global dedicated input pins : global channel 사용
low clock skew, high fanout 제공
clock, chip-wide clear, preset, output enable 제어 등에 사용
<- 핀 할당시 반드시 확인할 것
￭ IOE (I/O Element)
- 입력 및 출력, 양방향 핀
- 양방향 I/O buffer, register
- 출력 : low noise, high speed slew rate
open drain 출력
tri-state 출력
- peripheral control 버스 : global channel 사용
clock, clear, clock enable, output enable
- 2 dedicated clock 입력 : 클럭 와이어 지연 감소

￭ Clock 특성
- ClockLock & ClockBoost 회로 : using PLL(phase locked loop)
<- device 핀에서는 사용불가, 회로 내부에서 사용
생성된 회로는 gated되거나 반전될 수없다. : 레지스터 구동만 가능
- ClockLock : synchronizing PLL
reduce clock delay and skew
clock-to-output 및 setup time 최소화
zero hold time
- ClockBoost : clock multiplier on device
low speed clock 분배
1 - 2 배 boost
- MAX+Plus II S/W에 의한 enable
- GCLK1에 의한 구동
GCLK1 이 lock&boost에 사용되어지면, GCLK1은 다른 회로에는 직접 연결불가

￭ Output configuration
- slew-rate control : 저잡음, 고속 출력 (max delay 2.9ns)
design entry에서 pin-to-pin에 대하여 setting
- open-drain : pin에 할당,
출력 핀에 Vcc와 pull-up 저항 연결, IOL 전류 조정
low or tri-state를 구동
￭ MultiVolt I/O interface
- FLEX 10K

: 3.3 or 5.0V I/O 인터페이스

- FLEX 10KA : 2.5 or 3.3V I/O 인터페이스, with 3.3 or 5.0V 입력허용
- FLEX 10KB : 2.5 or 3.3V I/O 인터페이스, with 3.3 or 5.0V 입력허용

3. FPGA configuration
설계된 회로를 FPGA에 구현한다는 것은 FPGA 내부의 논리 및 입출력 블록이 전기적 스
위치와 상호 연결선에 의하여 회로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configuration이라 한다. 일단 configuration이 된 FPGA 칩은 사용자에 의하여 설계된 회로
로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된다.
Anti-fuse나 EEPROM 방식의 FPGA는 비휘발성이므로 한번의 configuration으로 전원을
on/off 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계속 설계된 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SRAM 방식의
FPGA는 전원이 끊어지면 저장된 configuration 데이터를 잃어버리므로 power-on을 할 때
마다 이 데이터를 FPGA 칩에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데이터는 호스트 컴퓨터와 연
결하거나 별도의 configuration 정보 저장 메모리 (주로 EPROM)를 사용한다.
FPGA 칩에는 configuration을 위하여 호스트 컴퓨터와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신
호 및 데이터에 대한 핀을 별도로 할당하여둔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할당된 핀과
configuration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는 컴퓨터와 연결을 하여야한다. 또한 FPGA는 다운로
드하기 위한 몇 가지 통신 인터페이스 방식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FLEX10K에 대한
configuration을 위한 연결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3.1 FLEX 10K Configuration 특성
- Power on시 SRAM에 배열정보 저장
- 레지스터, I/O 핀 초기화
- configuration 후 사용자 회로로 동작
- Altera SRAM 사용 계열의 configuration scheme

- configuration cycle

￭ Configuration 비트 크기

- Altera 전용 configuration EPROM

￭ FLEX 10K configuration schemes
- active 모드: EPC가 DCLK 클럭을 FLEX 10K에 공급, serial data 연결
- passive 모드 : cpu가 configuration 신호 제어
동기 또는 비동기로 직렬 또는 병렬 data 연결
- 배열 모드 전용 핀 연결
MSEL1

MSEL0

configuration scheme

0

0

configuration EPROM (active)
or passive serial

1

0

Passive parallel sync.

1

1

Passive parallel async

3.2 Configuration EPROM scheme
- FLEX 10K와 EPROM 연결

- FLEX 10K와 EPROM의 다중 연결

3.3

Passive Serial (PS) configuration
- FLEX Download Cable
- CPU 또는 프로그래밍 하드웨어에 의한 제어
- BitBlaster
- ByteBlaster (ByteBlasterMV)
- MasterBlaster
- configuration clock, DCLK speed : 10MHz 이하
- FLEX 다운로드 cable 신호 핀

- 다운로드 cable을 사용한 PS 배열 연결

- CPU와 FLEX 10K의 Passive serial 연결

- CPU와 FLEX 10K의 다중 PS 연결

- Active 및 PS의 복합 배열 연결

- 10 female 핀 신호 배치: PS and JTAG 모드
ByteBlaster, BitBlaster 연결 핀

• ByteBlaster Parallel port download cable
- 25핀 male parallel port on PC
- 10핀 female plug to circuit board
- 보드 연결은 BitBlaster과 신호 배열 동일
- PS and JTAG 다운로드 모드 지원
- ByteBlaster 25핀 신호 배치

- ByteBlaster 회로도

3.4 Configuration EEPROM, EPC
- FLEX 계열 소자의 configuration 전용 serial EEPROM
- 4 핀 인터페이스
- 5.0 V or 3.3 V 동작
- EPC 패캐지 핀 배열

- EPC2 패키지

- EPC EPROM 종류

- FLEX 10K 소자에 적합한 EPC

￭ Configuration File
- SRAM object file (.sof) : FLEX download cable,
또는 ByteBlaster cable에 사용
- Programming Object File (.pof) : EPC ROM에 다운로드
- Serial Bitstream File (.sbf) : PS mode with BitBlaster
- Hexadecimal (Intel format) File (.hex) :
third party programmer, PPS,PPA 모드, parallel E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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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 메모리 설계
Altera 10K FPGA를 사용하여 메모리 함수를 구현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0K 계열에는 집중적인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한 EAB 블록을 제공하고 있고 Quartus 툴에
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면 다양한 메모리 함수를 설계할 수 있다.

4.1 RAM 설계
￭ Dedicated RAM 구성
- EAB (Embedded Array Block)를 사용한 메모리 회로 설계
- 지연 시간 일정
- MAX+Plus II 툴 지원
￭ 1 EAB 구조
- 2,048 x1, 1,024x2, 512x4, 256x8 배열
- 최대 11비트 주소
- WE 신호 : CLK에 동기 또는 비동기
- EAB 출력 : registered/combinational
￭ Synchronous RAM
- Registered Data, Address
- WE 신호는 EAB 내에서 생성 : no glitch
- write pulse 회로 : setup, hold time을 만족하는 WE 생성
￭ Asynchronous RAM
- WE 신호에 의한 메모리 동작 제어
- WE는 data와 address의 setup, hold time을 만족하도록 조정요
- WE=1인 경우, address 변화 불가
￭ Emulating ROMs
- EAB의 메모리 data를 configuration시 지정
- ROM 내용 파일 포함: Haxadecimal (.hex),
혹은 Memory Initialization File (.mif)
￭ Software 지원
• Quartus : LPM (Library of Parameterized Modules) 호출

￭ 그래픽 에디터에서 LPM 함수 호출

( Edit - insert symbol )

- 심볼 라이브러리 선택

- LPM_RAM_DQ : separate input & output port
- LPM_RAM_IO : single input/output port
- MegaWizard Plug-In Manager 호출
Parameter 입력
출력파일 지정
소자지정, 필요한 입출력 포트, 포트의 크기 정의
초기값 지정, 초기화 파일 (.mif, .hex)
포트의 레지스터 유무 지정

- 출력 파일 지정 : verilog 출력, 디렉토리

- FPGA 소자 계열, 입출력 데이터 비트, 주소 크기

- 레지스터 포트 지정

- 초기화 파일 : .mif, .hex

- 생성되는 파일 종류

- 심볼 모양

- 생성된 Verilog file : lpm_ram_dq1.v
module lpm_ram_dq1 (
address,
we,
inclock,
data,
q);
input
input
input
input
output

[5:0] address;
we;
inclock;
[7:0] data;
[7:0] q;

wire [7:0] sub_wire0;
wire [7:0] q = sub_wire0[7:0];
lpm_ram_dq

lpm_ram_dq_component (
.address (address),
.inclock (inclock),
.data (data),
.we (we),
.q (sub_wire0)
// synopsys translate_off
,
.outclock ()
// synopsys translate_on
);

defparam
lpm_ram_dq_component.intended_device_family = "FLEX10K",
lpm_ram_dq_component.lpm_width = 8,
lpm_ram_dq_component.lpm_widthad = 6,
lpm_ram_dq_component.lpm_indata = "REGISTERED",
lpm_ram_dq_component.lpm_address_control = "REGISTERED",
lpm_ram_dq_component.lpm_outdata = "UNREGISTERED",
lpm_ram_dq_component.use_eab = "ON",
lpm_ram_dq_component.lpm_type = "LPM_RAM_DQ";
endmodule

4.2 ROM 설계
- LPM_ROM 사용
- parameter 설정 :
address width = 6 (64 locations)
data width = 16 bit word
address, input, output : registered
ROM 프로그램 파일 : rom_data.mif

- 생성된 Verilog 파일 : lpm_rom1.v
module lpm_rom1 (
address,
inclock,
outclock,
q);
input
input
input
output

[5:0] address;
inclock;
outclock;
[15:0] q;

wire [15:0] sub_wire0;
wire [15:0] q = sub_wire0[15:0];
lpm_rom lpm_rom_component (

.outclock (outclock),
.address (address),
.inclock (inclock),
.q (sub_wire0)
// synopsys translate_off
,
.memenab ()
// synopsys translate_on
);
defparam
lpm_rom_component.intended_device_family = "FLEX10K",
lpm_rom_component.lpm_width = 16,
lpm_rom_component.lpm_widthad = 6,
lpm_rom_component.lpm_address_control = "REGISTERED",
lpm_rom_component.lpm_outdata = "REGISTERED",
lpm_rom_component.lpm_file = "rom_data.mif",
lpm_rom_component.lpm_type = "LPM_ROM";
endmodule
- ROM content 파일 작성 예
파일 이름 : “rom_data.mif" lpm_rom.v와 같은 디렉토리에 텍스트에디터로 만든다.
depth = 64;
width = 16;
address_radix = dec;
data_radix = hex;
content
begin
0: 0000;
1: 0001;
2: 0002;
3: 0003;
4: 0004;
5: 0005;
6: 0006;
7: 0007;
8: 0008;
9: 0009;
10: AAA0;

11: EE11;
12: EE12;
13: 0013;
14: 0014;
15: 3315;
16: 3316;
17: BB17;
18: BB18;
19: 0019;
20: 0020;
21: 0021;
[22..26]: FFFF;
27: FF27;
28: FF28;
[29..63]: 0000;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