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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설계에서소비전력은집적도가증가함에따라서중요한설계사양으로전력소비를낮추기위

한 저전력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저전력 설계 기술은 소비 전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 기술과 예측된 결과를 이용한 최적화 기술로 나뉘어 진다

 

이들 기술은 논리 수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효과적인 예측과 최적화가 가능한 행위 및 아키텍처 수준의 상위 수준에서 저전력

설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저전력 설계를 위한 예측 및 최적화 기술

 

환경

 

그리고 툴에 대

하여 살펴보고 상위수준합성 시스템인

 

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서 론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 요소로

면적 및 성능이 주된 관심사였다 소비 전력의 예

측은 설계를 최적화하려는 의도보다는 패키지에

필요한 사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그

러나 최근에 소비 전력은 집적회로 설계에서 중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개인용 컴

퓨터 통신기기 등의 휴대형 및 고성능 기기의 증

가에 기인한다 이들 기기들은 휴대형이기 때문

에 전력 소비가 적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또한 고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켜야 한다 그러나 집적도의 증가는 칩에

서 전력의 소모가 커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열

이 발생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한

패키지비용이증가하고발생되는열은칩의신뢰

도 및성능 을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저전력에 대한 관심은 소비 전력을 줄이려는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 결

과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

법은 상위 수준에서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알고리즘및구조수준에서의저전력설계기술을

적용한설계자는게이트및회로수준에서의최적

화보다 배 정도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한알고리즘수준에서최적화하여구조수준 게이

트및레이아웃수준으로의하향식방법

이 저전력 설계에 효과적이다 현재 저

전력 설계를 지원하는 툴로는 게이트 및 회

로 수준에서의 전력 분석 툴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저전력의 논리 합성 툴도 발표되고 있지

만이들툴들이가장효과적인상위의단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위 수준에서의 분석 및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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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저전력 응용 분야

툴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결과의 오차 범위가 크

다 또한 단일 수준에서 설계의 모든 최적화가 이

루어지지못하고정확한값을얻기위해서는여러

수준에서의 최적화 시도가 필요하다

본 고의 내용은 장에서 전력 예측과 최적화

에 중점을둔 저전력설계 방법 장에서는저전

력 설계 환경 및 툴 그리고 장의 결론의 순서

로 서술한다

 

표

 

저전력 시장 분야

 

저전력 설계 방법

저전력 설계는 소비 전력에 대한 예측과 설계

최적화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저전력 설계의

중요 요소인 소비 전력의 예측은 설계자가 설계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설계 작업 중에 소비

전력을예측하는것이며최적화는소비전력사양

을 만족하면서 기능 구현에 알맞은 알고리즘 아

키텍처 및 게이트 셀들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또

한소비전력예측및최적화는행위수준 논리수

준등의각설계수준에서실행할수있으며 설계

수준에따라서스위칭활동 커

패시턴스등의변수를구하여소비전력을예측하

고 또한 예측된 값을 줄이려는 최적화 작업이 수

행된다

전력 예측

소비전력은각설계수준에서예측할수있다

예측된결과는각각의설계수준에서필요로하거

나 이용할 수 있는 변수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르

다 각 설계 수준은 행위 수준 구조 수준 및 논리

수준으로전력예측에사용하는변수와예측방법

에 대하여 살펴 보고 전력 예측 툴에 대하여 소개

한다

가 행위 수준

소비 전력은 여러 변수들의 함수로써

회로에서는 식과같이동적소비전력으로표현

한다



 

저전력

여기서 커패시턴스

공급 전압

전압 변화

스위칭 활동

동작 주파수

동적 소비 전력을 구성하는 변수 중 스위칭 활동

과 커패시턴스 값은 입력 신호 와

구현된상세한정보가필요하기때문에설계전단

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행위 수준에서 소비 전력은 스위칭 활동과 커

패시턴스 값을 결정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다 각

변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칭

활동은알고리즘구조및입력데이터의함수이다

특히행위수준에서입력데이터의결정이어렵기

때문에대부분이여러가지시뮬레이션또는실험

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커패시턴스는 활동의 가중치 성분으로써 액세스

되는 자원

등 에 연결되는 커패시턴스 값을 이용하여 활동

을 에너지 측정 값으로 변환한다 한 개의 덧셈기

에서 연속적인 번 덧셈은 개의 덧셈기에서 한

번의 덧셈에서 소비하는 전력 소비와 같기 때문

에 자원의 인스턴스 수는 전력 소비에 영향을 주

지 않지만 연결 구조는 칩의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버스 액세스 동작 또는 클럭 네트워

크에 영향을 준다 자원의 액세스에 따른 전력 비

용 은 자원 종류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원의 전력 비용은 설계 라이브러리로부터 측정

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이 외에 버스 클럭

및 컨트롤러의 경우 커패시턴스는 논리 합성 또

는 배치 및 배선과 같은 설계 단계에서 많은 영향

을 받는다 행위적 수준에서 이들의 영향을 무시

하면많은오차가있기때문에이것을보상해주기

위하여배선비용 을예측하여사용한

다 배선 비용은 설계의 실제 면적 모듈 및 버스

의 수 평균 버스 크기 및 팬아웃 그리고 제어 신

호의 수와 같은 예측 가능한 변수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나 구조 수준

구조수준에서의설계는모듈및상호연결버

스 및 배선으로 구성된다 이 수준에서 소비 전력

을예측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보를필요로

한다

구성하는모듈에대한전력모델즉 라이브러

리 정보

상호 연결로 인한 물리적 커패시턴스

상호 연결 신호의 정적 스위칭

구성하는모듈의전력모델은라이브러리의정

보로부터 구한다 전력 소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호 연결로 인한 물리적 커패시턴스는 행위 부

분 또는 초기 배치에 기술된 추계 모델

을 이용하여 구한다 좀 더 정확한 값은 실

제의 상면도 또는 도면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상

호 연결 신호의 정적 스위칭은 기능 또는 수

준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구조에 대

한 기능 모델이 주어지면 전력 스펙트럼 분석 기

술 과 같은 분

석방법을사용하여신호입력을구할수있다 그

러나 이 방법은 복잡하고 선형 시 불변 시스템에

만 적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방법은 실제 테스트

회로에 의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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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리 수준

회로에서전력소비는누설전류

단락전류 그리

고 부하 커패시턴스의 충전 및 방전에 기인한다

이중 누설 및 단락 전류에 의한 전력 소비는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력 소비는 식 와 같이 출력

단자에연결된노드커패시턴스의충전및방전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공급 전압

클럭 주기

스위칭 활동

커패시턴스

스위칭 활동 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입력 패턴 및 순서

사용된 지연 모델

회로 구조 논리 기능

스위치 활동은 입력 패턴 및 순서 회로의 구

조는 게이트 입력들간의 공간적 및 시간적 의존

특성이 있다 또한 사용되는 지연 모델을 이용

하여 정상 상태 천이 고

장 및 글리치 수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라 전력 예측 툴

전력예측툴은전력예측을실행하는설계수

준에 따라 분류하고 예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

적 또는 동적 기술로 구분된다 동적 기술은 시뮬

 

표

 

전력 예측 방법

레이션에 의한 방법이다 이 경우 입력될 시뮬레

이션 패턴이 필요하다 정적 기술의 경우 시뮬레

이션패턴없이통계적인방법을이용하여예측한

다 전력예측툴은모든설계수준에서개발되어사

용하고 있다

전력 최적화

행위수준에서의최적화는가장효과적인방법

으로 적합한 알고리즘 선택 또는 저전력으로 구

현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접근한다 또한 적절

한 분할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서로 연관된 설계

변수의트레이드오프이다 행위수준에서의기능



 

저전력

 

표

 

전력 예측 툴

및 수준표현이결정되면 구조수준에서는적

합한아키텍처를선택하고저전력을위한합성툴

을이용하여구체적인최적화가이루어진다 구조

수준단계에서의전력을줄이는효과는행위수준

에서와같은큰효과를얻을수있다 논리수준에

서는 논리 합성에 의하여 수준 표현을 게이트

로 표현된 네트리스트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조건이 입력된다 논리 합성 툴의 입

력은 네트리스트 구현 대상 목적 함수

및지연모델등으로 수준표현을변

환하거나 최적화하는데 이용된다 도면 수준에서

는주어진제약조건을최소화하도록자동레이아

웃된다 또한대상으로하는설계방식 패키지기

술 목적 함수에 따라 여러 최적화 기술을 사용한

다

가 행위 수준

상세한 구조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양의

변경 또는 변환은 전력 소비에 영향을 준다 동작

주파수가 정해지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

법은공급전압을줄이거나유효커패시턴스를줄

이는 방법이다

공급 전압 축소

공급전압축소는전력소비를줄이는가장효

과적인 방법이나 공정 기술 지원 새로운 전압 사

양정의등에필요한비용문제가있다 또한여러

가지 전력 공급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전

압 수준에서 회로가 동작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변환기를사용하기도한다 그리

고 공급 전압의 감소는 성능을 감소시킨다 감소

된 성능은 병행 수행 을 이용하여 향

상시킨다

유효 커패시턴스 축소

유효 커패시턴스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능 구현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불

필요한 오퍼레이터를 제거하여 동작 수를 최소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실행되는 동작의 전력

강도 를 줄이거나 또한 작은 커패

시턴스를 가지는 국부 동작을 사용하거나 포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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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메모리 및 분산 메모

리 를 사용한다 그리고 적합

한 데이터 표현의 선택 또는 스위칭 활동을 줄이

는 엔코딩을 한다

나 구조 수준

행위 수준과 같이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효과

적이다 구조수준에서는적합한구조선택에대한

연구가 많다 구조 수준에서 전력을 줄이는 방법

은공급전압을동작가능한수준으로줄이거나유

효커패시턴스를최소화하는것이다 공급전압은

병렬처리및파이프라인을도입하여줄이며 유효

커패시턴스는지역참조 를사용하

여 줄이며 가능한 메모리 버스 또는 등의

전역 및 집중된 자원의 사용을 피한다 이러한 방

법은 다음과 같은 다른 구조적 합성 처리에 의하

여 이루어 진다

구조 선택 및 분할

명령어셋및하드웨어선택

아키텍처 합성

구조의 선택은 기능 구현에 알맞은 구조를 선

택하되전력 면적및융통성 간의트레

이드 오프가 필요하다 명령어 실행에 따라 다른

변환 커패시턴스를 가지므로 알맞은 명령어 셋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모뎀 및 음성 부호 처리

프로세서와 같은 특정 프로세서에 필요하다 또

한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동작하는 하드웨어 모

듈을 선택하여도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합성

은 할당 지정 및 스케줄

링 의세단계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

할당 및 지정에서 자원의 수를 최소화하거나 적

은 유효 커패시턴스 갖도록 자원을 선택한다 또

한규칙성및구역성 을이용

하여 상호 연결 오버헤드를 줄이도록 한다 그리

고 스케줄링에서 버스 메모리 및 논리 오퍼레이

터신호사이의관련성 을고려하여상

호 연결 오버헤드를 줄인다

다 논리 수준

논리합성툴에의하여 수준표현을게이트

로 표현된 네트리스트로 변환한다 논리 합성 툴

의 입력은 이단 논리 표현 다단 표현 및

유한 상태 머신으로 표현된 조합 또는 순서 논리

동기 및 비동기의 입력 사양으로 논리 합성 동안

에 스위칭 활동 및 부하를 줄인다 대부분의 전력

소비 최적화는 및 라이브러리 지연 모

델을 이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논

리 합성의 결과는 사용하는 매핑 기술에 따라서

스위칭 활동 및 부하의 값이 다르다

의 경우 그림 의 의 값과 같이

높은스위칭활동네트의수는줄이지만낮은스위

칭활동네트의수는증가시킨다 또한 그림 와

같이 네트에서의 평균 부하를 줄인다 이러한 두

단계를거쳐서가중치를갖는스위칭활동을줄이

고 따라서 회로의 소비 전력을 줄인다

라 물리 수준

모델을이용할경우 도면최적화과

정 중에는 스위칭 활동은 불변이다 그러므로 전

력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스위칭 활동이 높은 게



 

저전력

 

그림

 

그림

이트의 부하 커패시턴스를 줄이는 것이다

모델을 이용할 경우 동작이 고장도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석하기 어려우

며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전력

 

환경 및 툴

저전력 환경및툴에대한예로서상위수

준 합성 툴인 에 대하여 설명한다

툴의 설계 과정은 알고리즘 아키텍처 그리

고게이트 회로 도면설계이다 또한지원툴은알

고리즘 수준의 전력 예측

탐색 아키텍처수준의전력분석 그리고도면수

준에서의 전력 시뮬레이션 툴이다

저전력 설계 흐름

저전력설계를위한설계흐름은 그림 과같

이알고리즘 아키텍처 그리고최적화의단

계로구분된다 알고리즘수준에서의전력예측은

전력에대한사양을만족하는여러알고리즘을찾

는 단계이며 탐색에서는 면적 시간 전력을

고려하여실제구현에적합한알고리즘선택단계

이다 구조 수준에서의 전력 예측은 알고리즘 선

택에 대한 검증 단계로 구현 구조에 대한 전력을

이미검증된셀라이브러리를이용하여예측한다

끝으로알고리즘및아키텍처에대한최적화단계

에서는레이아웃으로합성하여하위수준분석툴

로 검증한다

알고리즘 수준은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

계 구현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위한 단계로 알고

리즘의 선택에 따라서 설계의 복잡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알고리즘 선택에 따른 낭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전력 설계에 필요하다 알고리즘

수준에서는모듈성 또는구역성이전

력에 영향을 준다 또한 전역 버스 상에서의 데

이터 전달이나 전역 메모리의 액세스도 많은 양

의 전력을 소비한다 구역성을 고려한 알고리즘

은 적은 전역 버스 및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좀더

효과적인 분산된 구조로 매핑이 잘된다 따라서

전력 소비에 중점을 둔 알고리즘 수준의 영향 예

측 툴이 필요하다 실제 알고리즘 수준에서 전력

및 성능의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로실체에근거한예측이가능하다 복잡

도 와구역성이전력소비의모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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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력 최소화 방법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리즘이 저전

력 병렬구조로매핑되었는가를결정하는병행성

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알고리즘 수준의 예

측과 탐색 툴의 결과는 칩 구조나 동작이 알고리

즘 수준에선 제한된 정확도를 갖는다 따라서 알

고리즘수준에서예측은여러가지설계의상대적

인비교를하는데사용되며여러알고리즘과구조

의순위를정하여설계자가원하는성능에맞는알

고리즘 및 구조를 찾는데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

다

아키텍처수준에서는알고리즘수준에서예측

된결과를이용하여아키텍처를최종선택한다 알

고리즘수준과달리하드웨어에기능구현은아키

텍처의 입력 신호 및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력 소비에 영향을 준다 아키텍처의 전력 분석

은 알고리즘 수준의 결과 보다는 정확하다

게이트 회로 도면수준에서는저전력셀라이

브러리를 이용한 합성 배치 배선 툴을 이용한 선



 

저전력

 

그림

 

저전력

 

를 위한 설계 흐름 및 툴

의 활동 및 커패시턴스 최소화 그리고 스위치 또

는 소자 수준의 분석 툴을 이용하여 전력 소비를

예측하고 최적화한다

저전력 설계 환경 및 툴

가 환경

의 저전력 설계 환경은 그림 와 같

다 저전력 설계를 위한 툴의 구성은 알고리즘적

전력예측기 탐

색 툴 그리고 구조적 전

력 분석기 이다 또

한 툴의 응용 분야는 데이터패스가 큰

이다 데이터 패스 메모리 제어기 및 상호

연결 등 각각에 대한 전력 모델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며상위수준의기능표현으로설계가시작되

어 최적의 저전력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로 구현하

는 하향식 툴이다

나 알고리즘적 전력 예측

칩의 데이터 패스 메모리 제어기 및 연결 요

소에 대한 소비 전력을 예측한다 또한 알고리즘

표현에서추출된정보를이용하여소비전력을예

측한다 같은동작이라도하드웨어의다른부분에

서 실행된 경우 전력 소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

Level of abstraction Design flow Supporting tools

Algorithm

Architecture

Gate/Circuit/Layout

Optimize algorithm  :
Minimize complexity
Avoid waste

Explore ATP space  :
Exploit parallelism
Reduced voltage
Trade A & T for P

Optimize architecture  :
Distributed processing
Minimize activity
Maximize locality

Optimize circuit/layout  :
Low-power cell library
Minimize activity * Cap

Algorithmic power estimator

ATP design space exploration
tool

Architectural power analyzer

Gate/Circuit-level power
sim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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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저전력 설계 환경

이 어렵다 데이터 패스 및 메모리의 소비 전력은

유형 수량 동작 특성 에너지 동작 및 메모리 액

세스를이용하여예측하고제어기및연결요소는

하드웨어 할당 및 칩 면적을 이용하여 예측한다

예측된결과는초기설계단계에서알고리즘등에

대한선택기준으로이용되나실제구현되는구조

및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차가 크다

다 설계영역 탐색

설계자에게면적 시간및전력에대한트레이

드오프를제공한다 일반적으로전압이낮을수록

회로 지연 시간이 증가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

여병렬구조를사용하는데이는면적이증가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병렬 처리는 감소된 전압에

서 필요한 성능으로 동작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는 를 기본으로 하여 예측한다

는 공급 전압에 대하여 면적 및

전력을 예측한 결과로 그림 와 같다 일반적으

로 낮은 전압에서는 증가된 회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병렬 처리로 면적이 증가한다 따라서

는 적절한 면적 성능 전력을 갖

도록알고리즘및아키텍처선택에유용한가이드

가 된다

라 구조적 전력분석

전력 분석은 할당 분할 그리고 데이터 패스

메모리 제어 모듈에 대한 연결 상태가 정의되기

때문에전단계보다는정확한결과를얻는다 활동

도의경우기능적시뮬레이션으로각모듈에대한

전력을 계산하며 이 때 모델을 적용하

여 실행한다 따라서 각 모듈의 특성을 여러 종류

의 입력에 대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얻을 수 있

다 상호 연결에서의 전력 소비는 최종 배치 배

선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대한예측방법으로 또는

에 의한 상호 연결 모델을 사용한

다 전력 분석 결과는 그림 과 같이 스위치 수

준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의 정도의 오차

Behavioral description

Hardware selection
Optimizing
Transformation
Scheduling
Mapping

Design database

Test vector

Interconnect models

Hardware models

Power estimation
ATP exploration

Functional description Power analysis

Synthesis/
Compilation



 

저전력

 

그림

를 갖는다

 

결 론

저전력 설계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고조되었다 저전력 설계는 소비

전력의 예측과 최적화 기술을 이용하여 성능 면

적 전력 등의 설계 사양을 트레이드 오프 한다

또한 모든 설계 수준에서 예측과 최적화가 이루

어지며 상위의 설계 수준에서 실행할수록 효과적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측및 최적화를 지원하는 툴들은 자주

변경되고 툴에 대한 개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자의 요구에 맞는 툴의

 

그림

 

구조 수준과 스위치 수준에서의 전력 예측 결

과 비교

개발은어려운과제이다 따라서특정한아키텍처

에 맞는 툴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저전력 설계를

위한 툴의구성은분석 최적화 라이브러리

및설계관리 의기능툴로구

성된다 분석 툴로 전력 최적화에 필요한 정보와

최적화툴로저전력설계를위한방법을제공하며

저전력셀라이브러리를이용하여설계사양에맞

도록한다 그리고설계된회로의신뢰성검증 패

키지 모델링 등의 설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거나 필요한 툴로는 회로나 논리

수준의전력예측툴 수준의전력예측툴 저

전력논리합성툴 신뢰성검증및패키지모델링

툴이다 또한 전력 성능 면적에 대해 특성이 추

출된 표준 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저

전력 설계 환경 행위 또는 아키텍처 수준의 전력

예측 툴 그리고 행위 또는 아키텍처 수준의 저전

력 합성 툴 개발이 필요하다

parallelism

Resource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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