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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성능, 고효율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구현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고효율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기

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5단계의 파이

프라인으로 구성되어있고, ARM9의 전체 명령어 중 75%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QuartusⅡ를 이용하여 합성한 결과 5,243개의 논리소자가 사용되었고 실험에 사용되는 FPGA 보드에서는

최대 50MHz로 동작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외에도 주파수 합성기, 메모리, 타이머, 비동기화 송․수신

기 등과 같은 주변장치를 함께 구성 여러 가지 테스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변장치의

동작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FPGA 특성에 맞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현 기술의 축적을 통해 에

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중코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키워드 :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시스템, FPGA, ARM9

Abstract With the recently increased demand on the high performance and efficiency microprocesso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new implementation methodologies.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

microprocessor to provide the basis for studies on high performance and efficiency microprocessor. The

implemented microprocessor consists of five-stage pipeline, which accounts for 75% of all ARM9

instruction. When this microprocessor was synthesized using QuartusⅡ, 5,243 logic elements were used.

The microprocessor operates at up to 50MHz on the FPGA board used in our experiment. In addition to

the microprocessor, peripheral devices such as frequency synthesizers, memories, timers and

non-synchronized transmitters/receivers were also configured. The operations of the microprocessor and

peripheral devices were verified through various test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s for study on multi-core microprocessor using emulation by accumulating microprocessor

implementation technologies regarding characteristics of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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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고성능, 고효율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많은 관

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이크로프로세서 구현 기법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사

용되는 전기기기에는 시스템에 따라 크기와 성능에 차이

가 있을 뿐 전 분야에 걸쳐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강조되

고 있다. 또한,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 기능과 뛰어난 성

능을 집적할 수 있는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기술과 공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날로 다기능, 고성능, 저전력, 시대흐름의 변

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이 요

구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그동

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기법들 중, 특히 다중코어로의 확장기법을 연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는 CISC(Complex In-

struction Set Computer)나 RISC(Reduced In-

struction Set Computer)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CISC는 다양한 연산을 위해 복잡한 명령어 세트를 갖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어드레싱 모드와 명령어 유형이 다

양하다. 하지만 명령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명령어 해석에

시간이 걸리며 회로가 복잡하고, 명령어의 길이와 실행시

간이 가변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고 하고 실행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명령어의 유



그림 1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형을 줄이고 하드웨어를 간소화한 RISC가 등장하였다[1].

이러한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는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가 있는데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다른 마이

크로프로세서들과 비교하여 실리콘의 면적과 응용 프로그

램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므로 현

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32 비트 RISC 구조의 ARM9(Advanced RISC

Microprocessor) 프로세서[3]를 대상으로 구현하였다. 이

러한 ARM9는 3 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ARM7과 다르게 5단계의 파이프라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명령어의 경우 ARM9 이상의 아키텍쳐에서

동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4]. 또한, 고성능과 유연성을

위하여 명령어 실행 시 4가지의 어드레싱 모드

(Addressing Mode)를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ARM9는 이미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로 기술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모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P를 구매하는 비용이 비싸고, 향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다중코어로 확장할 때 필요한 장치나 명령어를 유연하게

추가하게 될 경우 마이크로프로세서 내부의 기능유닛들의

동작과 배치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Verilog-HDL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내

부의 논리적인 구조와 동작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서 주변장치와 함께 동작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FPGA는 프

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 소자이고 내부의 논리블록과

내부의 선은 제조공정 이후에 설계자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므로, 요구되는 어떠한 논리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5]. 하지만, 내부에 고정된 논리블록을 이용한다는

FPGA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FPGA에서 동작하는 하드

웨어를 HDL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FPGA의 구조

적 특성을 고려해서 구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HDL을 이용하여 구현할

때 FPGA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구현한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FPGA 내부의 논리블록과 내부의 선에 연결하

여 실제동작여부를 확인하고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FPGA에서의 에뮬레이션을 위

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현 기술을 축적하는 것과, 추후

다중코어로 확장하기 위한 구현 기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우리가 구현한 마

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마

이크로프로세서 구현 시 ARM9와 다르게 사용된 설계기

법들을 설명한다. 또한, 4장에서는 실험 환경과 FPGA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변장치를 함께 구성한 방

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는 구현한 프로세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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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모닉

(Mnemonic)
설명

ADC
캐리를 고려한 32비트 덧셈 산술 

연산

ADD 32비트 덧셈 산술연산

AND 32비트 AND 논리 연산

B
무조건 분기 명령어(32MB 범위까지 

분기 가능)

BIC
특정 비트 값을 0으로 클리어(AND

NOT)

BL 서브루틴 호출 분기 명령어

CLZ
부동소수점 연산을 위한 정규화 

명령어(선행제로 카운트)

CMN 32비트 음의 정수 비교

CMP 32비트 양의 정수 비교

EOR 32비트 XOR논리 연산

LDR 단일 데이터 적재 명령어

MOV 레지스터 데이터 복사 명령어

MVN 비트 반전 명령어

ORR 32비트 OR논리 연산

RSB 32비트 뺄셈 반전 산술 연산 명령어

RSC
캐리를 고려한 32비트 뺄셈 반전 

산술연산 명령어

SBC
캐리를 고려한 32비트 뺄셈 

산술연산 명령어

STR 단일 데이터 저장 명령어

SUB 32비트 뺄셈 산술 명령어

TEQ
XOR논리 연산을 이용한 비교 

명령어

TST
AND 논리 연산을 이용한 비교 

명령어

LDRB byte단위 데이터 적재 명령어

STRB byte단위 데이터 저장 명령어

표 1 명령어 세트

조건필드

(Condition

field)

[31:28]

니모닉 확장

(Mnemonic

extension)

조건 플래그 상태 

(Condition flag State)

0000 EQ Z == 1

0001 NE Z == 0

0010 CS/HS C == 1

0011 CC/LO C == 0

0100 MI N == 1

0101 PL N == 0

0110 VS V == 1

0111 VC V == 0

1000 HI C == 1 & Z == 0

1001 LS C == 0 | Z == 1

1010 GE N == V

1011 LT N != V

1100 GT Z == 0, N == V

1101 LE Z == 1, N != V

1110 AL
플래그의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수행

1111 ·

v4 : 수행여부 예측불가능

v5 이상의 상위 버전 :

PLD, RFE, SRS, BLX

등의 명령어일 경우 항상 

수행

표 2 명령어의 조건실행을 위한 기호

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결과

를 확인하고 이후 FPGA를 이용한 동작의 결과를 확인한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프로세서 구조 및 특징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명령어인출(Fetch), 명령어해독(Decode), 명령어실행

(Execute), 메모리접근(Memory), 결과쓰기(Write Back)

등 ARM9와 동일한 5 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

어있으며 레지스터는 0번부터 15번까지의 범용 레지스터

와 CPSR(Current Program Status Register)레지스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ARM9에서 사

용되는 명령어의 종류는 산술연산을 위한 명령어, 분기를

위한 명령어, 적재 또는 저장을 위한 명령어, 코프로세서

명령어, 예외처리 명령어 등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술연산, 분기, 적재․저장 명령어 등을

구현하여 ARM9 전체 명령어의 약 75%이상을 구현하였

다. 아래 표1은 구현한 명령어의 종류와 동작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 CLZ 명령어는 ARM7에서 지원하지

않고 ARM9에서만 동작되는 명령어이다. 하지만, ARM9

에서 지원하는 명령어 중 코프로세서(Coprocessor)와

Thumb 명령어는 다중코어로의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

분이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현을 포함하

지 않았다.

ARM9는 명령어 동작 시 유연하고 높은 성능을 제공

하기 위하여 4가지의 어드레싱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 중 2가지 어드레싱 모드



그림 2 레지스터 파일구조

를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첫 번째 어드레싱 모드는 산

술․논리 명령어가 산술․논리장치에서 처리되기 전 두

번째 피연산자를 선행 쉬프트 하도록 지원하는 모드이다.

쉬프트의 종류는 논리 쉬프트, 산술 쉬프트, 순환 쉬프트

가 있다. 두 번째 어드레싱 모드는 적재․저장 시, 즉치

값(Immediate Value)으로 제공되거나 레지스터로부터 제

공되는 오프셋(Offset) 값을 베이스주소 값과 계산하기

전 쉬프트연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또한, 변경된 베이스주

소 값의 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ARM9와 마찬가지로

현재 수행되는 명령어를 특정한 조건에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동작중이 프로

세서의 Negative, Zero, Carry, Overflow 상태를 나타내

는 CPSR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즉 단일 명령어 수행 시

표2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만 동작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위의 표2에서 조건필드는 현재 수행중인 명령어의 상

위 4비트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조건필드가 1111일

때, ARM 아키텍쳐(Architecture)의 버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ARMv4

일 경우, 수행할 명령어의 조건필드가 1111이면 수행여부

를 예측할 수 없다. 그 이유는 ARMv4에서는 조건필드가

1111인 명령어의 동작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

만, ARMv5이상의 버전에서는 PLD(Preload Data),

RFE(Return From Exception), SRS(Store Return

State) 등의 명령어는 조건필드가 1111이고, 조건 없이

항상 동작되도록 지원한다. 니모닉 확장은 어셈블리명령

어 수행 시 ADDEQ, ADDNE과 같은 조건을 함께 작성

하여 사용이 된다. 또한, 조건 플래그 상태는 CPSR레지

스터의 N, Z, C, V 플래그와 조건필드를 비교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사용된다. 모든 명령어는 수행결과

에 따라서 CPSR레지스터의 플래그를 갱신할 수 있으므

로, 이전에 수행된 명령어는 현재 수행할 명령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어 어드레싱 모드와 조건실행과 같은 특징

들은 단일 명령어가 하나의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가지 동작을 하도록 지원한다. 즉, ADD같은 경우 어

드레싱 모드를 통하여서 산술, 논리, 순환 쉬프트를 하여

추가로 9가지의 동작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DDNE, ADDEQ와 같이 어셈블리 명령어를

기술하여 CPSR레지스터의 Z플래그가 0 또는 1일 경우만

실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드레싱모드와 조건

실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명령어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면 실제 표 1에 나타난 명령어들 보다 더욱 많은 명령어

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3.  마이크로프로세서 구현 기법

본 논문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

용한 기법은 제어유닛(Control Unit)의 구성과 명령어 해

독, 레지스터파일의 구성, 플립플롭을 이용한 레지스터 구

현, 산술․논리 연산장치 구성, 전방전달 경로(Forward-

ing Path), 인터럽트의 처리의 6가지이다. 이러한 구현

기법 중 플립플롭을 이용한 레지스터 구현, 전방전달 경

로는 기존의 ARM7 기반의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구현한 ARM9 호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특징적

인 부분이다.

3.1 제어유닛의 구성과 명령어 해독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제어유닛은 메인 디코더와

3개의 서브디코더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명령어의 해

독을 위하여 메인 디코더는 수행할 명령어의 오피코드

외에 하위 7번째 비트, 4번째 비트를 추가로 해독한 후

산술․논리 명령어, 분기 명령어, 적재․저장 명령어로 나

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명령어의 종류를 구분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피코드 외에 7번째 비트, 4번째 비

트를 사용한 이유는 명령어의 두 번째 피연산자의 값을

레지스터로부터 가져올 것인가 상수를 사용할 것인가 구

분하기위하여 사용하였다. 서브 디코더는 3가지의 명령어

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구현이 되어 있고 서브디코더는

자신에게 해당된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제어신호를 외부

로 출력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서브디코더는 동작하지 않

도록 구현이 되어있다.

3.2 레지스터파일의 구성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레지스터파일은 그림 2와

같이 5개의 제어신호, 6개의 입력과 5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16개의 범용 레지스터와 CPSR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다.

레지스터 파일의 제어신호들은 여러 가지의 레지스터

쓰기신호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러한 쓰기신호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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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범용으로 사용되는 레지스

터들과 CPSR레지스터가 함께 레지스터파일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ARM9와 같

이 사후색인(Post-Index)과 사전색인(Pre-Index)을 지원

한다. 이러한 사전․후 색인을 통해 베이스 어드레스 값

을 별도의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레지스터에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적재 명령어 수행 시 레지스터의 적재와

갱신된 베이스 어드레스 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동시에

두 개의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분

기 명령어가 동작될 때 이를 실행단계에서 수행하기 때

문에 분기 후 복귀주소를 저장하는 명령어가 들어올 경

우 결과 쓰기단계의 데이터 처리 명령어와 중복되기 때

문에 동시에 레지스터파일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에 레지스터파일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 파일의 제어신호를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레지스터 쓰기 신호(RegWrite)는 범

용 레지스터에 쓰기신호와 CPSR레지스터에만 해당하는

레지스터 쓰기 신호, 분기 시 복귀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쓰기 신호, 적재를 위한 레지스터 쓰기 신호로

구분된다.

3.2.1 플립플롭을 이용한 레지스터 구현

본 논문에서는 레지스터 구현 시 플립플롭(Flip-flop)

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레지스터 구현 시 이러한 플립플

롭 외에 래치(Latch)를 사용하여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

러한 플립플롭과 래치의 사용여부는 설계 시 선택사항이

지만 본 논문에서 레지스터 파일을 플립플롭으로 구현한

이유는 FPGA에서 동작 시 래치는 회로의 특성상 클럭의

레벨(Level)에서 쓰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글리치(Glitch)

현상으로 인하여 중간에 잘못된 값이 들어올 경우 잘못

된 값을 출력하여 오동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

만 플립플롭의 경우는 클럭 신호의 상승이나 하강 엣지

(Edge)에서 값을 쓰기 때문에 잘못된 값이 들어와도 결

국 클럭 신호의 엣지에서만 값이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오동작을 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대부분의 FPGA는 플

립플롭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래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플립플롭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든 레지

스터 파일은 플립플롭으로 구현하였다. 3단계 파이프라인

이 적용된 ARM7을 FPGA에서 구현한 기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레지스터 읽기와 쓰기가 모두 세 번째

단계인 명령어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립플롭

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

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5단계로 이루어진 ARM9에서는

레지스터 읽기는 명령어해독, 레지스터 쓰기는 명령어실

행 단계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립플롭으로

레지스터 파일을 구현하는 것이 ARM7 기반의 구조에

비해 용이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ARM7 기반의 마이크

로프로세서들 보다 FPGA에 더욱 최적화 된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구현하였다.

3.3 산술논리 연산장치 구성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 같이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의 명령어는 N, Z, C, V 플래그와 명령어의 조건필드를

참조하여 조건실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플래그들은 연산

결과에 따라 갱신되며, 플래그들의 연산은 산술논리 연산

장치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구현한 프로세서의

산술논리 연산장치 구성 중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1비트

의 전가산기 32개로 구성된 32비트 리플 캐리 가산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가산기에 대해, FPGA에서

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Altera Cyclone II와 Xilinx

XC3S500E FPGA에서 리플 캐리 가산기, 프리픽스 가산

기, 캐리 룩어헤드 가산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먼저,

Altera Cyclone II 에서는 리플 캐리 가산기가 12.262

ns, 프리픽스 가산기가 5.832 ns, 그리고 캐리 룩어헤드

가산기는 6.592 ns의 지연 시간을 나타냈다. 반대로,

Xilinx XC3S500E 에서는 리플 캐리 가산기가 7.168 ns,

프리픽스 가산기가 7.247 ns, 캐리 룩어헤드 가산기가

7.443 ns로, 리플 캐리 가산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

냈다.

3.4 전방전달 경로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데이터 간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해저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메모리접근 단계에서 명령어실행

단계, 결과쓰기단계에서 실행단계, 결과쓰기단계에서 명령

어해독(Decode)단계 등 총 3가지 전방전달을 구현하였다.

아래 그림 3과 같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경우 첫 번째 명

령어를 제외한 나머지 명령어는 모두 데이터 종속성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 명령어가 수행 시 전방전달이 필요

한 이유는 레지스터파일에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접근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약, 이전 명령어들의 종속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쓰기를 하기 전 읽기가 수행이 된다

면 결국 잘못된 데이터를 읽고 난 후에 데이터가 갱신되

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2가

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클럭의 신호를 절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

이다. 즉, 상승엣지에 쓰기, 하강엣지에 읽기를 하는 것인

데 이러한 방법은 앞서 언급한 ARM7을 FPGA에서 구

현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FPGA에서 동

작시 지연시간으로 인하여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 잘

못된 값으로 인하여 오동작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쓰기단계에서 해독단계로 추가의 전방전달 경

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던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레지스터 구현 시 플립플롭을 사용하였기 때



그림 3 데이터 종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전달 경로

그림 4 ALTERA DE2 보드

문에 클럭 신호의 엣지에서만 쓰기동작을 한다. 이러한

플립플롭으로 인하여 쓰기가 행해진 뒤에 값을 읽기 위

해서는 두 번의 클럭 사이클이 소모된다. 따라서 클럭 사

이클의 소모를 줄이고 해저드(Hazard)를 해결하기 위해

쓰기단계에서 해독단계로 추가의 전방전달 경로가 필요하

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는 다르게 타이밍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구현할 때 다른 전방전달 유닛에서 사

용한 구조를 재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방전달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위의 쓰기단계에서 해독단계로의 전방전달경로는 기존

의 ARM7에는 필요 없는 경로이므로 추가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이 있다. 첫

번째 이점으로는, 해당 전방전달경로가 FPGA에서 최적

화된 플립플롭을 사용하므로 오동작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명령어 사이클을 절반으로 나누

어 레지스터파일을 구현한 ARM7 기반의 마이크로프로

세서에서는 명령어실행 단계의 앞부분에서 반드시 레지스

터 읽기가 모두 끝나야 하기 때문에 클럭 주파수(Clock

Frequency)를 향상시키기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쓰기단계에서 해독단계로의 전방전달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클럭 주파수를 향

상시키기가 용이하다.

3.4 인터럽트의 처리

본 논문에서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

럽트 요청 모듈을 구현하였다. 인터럽트는 예상할 수 없

는 시점에 한 클럭 사이클보다 긴 시간동안 발생하게 되

므로, 구현한 인터럽트 처리 모듈은 인터럽트가 발생하였

을 때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신호를 클럭의 상승엣지에

맞추어 한 사이클 길이의 신호로 바꿔서 구현한 마이크

로프로세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한 사이클 길이로 변환된 인터럽트 신호를

받게 되면 현재 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

중, 명령어실행, 메모리접근, 결과쓰기 단계에 있는 명령

어는 실행을 끝마친 뒤 인터럽트 처리 루틴의 주소로 분

기하여 처리 루틴을 실행하게 된다.

4. FPGA에서 구현한 ARM9 기반 시스템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아래의 그림 4와 같은

Altera 교육용 DE2 보드를 사용하였다. DE2 보드는

Cyclone 2 FPGA를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클럭 주

파수는 27MHz와 50MHz이다[7]. 또한, 게이트 합성

(Synthesize)을 위하여 Quartus II 9.1 Web Edition[8]

을 사용하였다.

4.2 FPGA에서의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는 FPGA에서 ARM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

서의 구현과 동작을 위하여 위상고정루프(Phase Locked

Loop), 메모리(Memory),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 UART(Universal Asynchro- nous

Receiver/Transmitter) 등의 주변장치들과 함께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주변장치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위상고정루프장치는 외부의 주파수를 정확하

게 가변하고 FPGA 내부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DE2 보드는 27MHz 또는

50MHz만을 지원하기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구현한 프로

세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상고정루프장치를 구현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 메모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의 입․출력 포

트를 통한 명령어의 인출이나, 적재나 저장 시 사용되므

로 명령어인출, 메모리 단계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프로세서는 동작의 안정성을 위하여

Altera가 제공하는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메모리 모듈은 주소나 데이터 같은 메모리로 들어가는

정보를 클럭에 맞춰 플립플롭에 저장한다. 따라서 메모리

는 프로세서가 보낸 정보를 받아서 동작을 완료하기 까

지 두 클럭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한 클럭 사이클만에

메모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공급되는 클럭 신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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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클럭 사이클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메모리 위상천이

그림 7 합성된 FPGA의 내부 구조

그림 8 Modelsim을 이용한 피보나치수열 프로그램 

수행결과

그림 6 구현한 프로세서와 주변장치 구성 

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상천이(Phase Shift)를

하여 메모리가 한 클럭 사이클만에 프로세서가 주문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이러한 위상천이를 사

용하면 그림 5와 같이 메모리 단계의 파이프라인 레지스

터 쓰기 동작까지 한 사이클 동안 동작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GPIO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입·출력

핀을 이용해서 키 입력과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와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기타장치를 제어하는 역할

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동작의 육안 검증을 용

이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와 세븐 세그먼트 같은 주변

장치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 GPIO를 구현

하였다.

네 번째, UART[8]는 두 하드웨어간의 통신을 지원한

다. 즉, 그림 6과 같이 컴퓨터에 부착된 직렬 장치들로

향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장치로써, 시리얼(Serial

Port) 포트를 이용하여 모뎀이나 다른 직렬장치들과 통신

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변장치들을 구성

후 FPGA에 합성한 결과 총 5,695개의 논리소자(Logic

element)가 생성되었고, 이 중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해당

된 논리소자 수는 5,243개이다. 이러한 합성은 속도

(Speed), 면적(Area), 평균(Balance) 등 3가지 옵션에 따

라서 최적화 하여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 구성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러한 옵션과 상관없

이 게이트의 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합성

하였다. 위의 그림 7은 프로세서와 각 주변장치가 실제

FPGA 내부에서 합성된 결과를 보여준다.

5. 마이크로프로세서 검증

5.1 기능

본 논문에서는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을 검

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자체의 동작을 검증하고, 이와 더불어 전체 시스템의 동

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FPGA와 주변장치들을 사용하여

실제 동작을 확인하였다.

우선, HDL를 이용하여 설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검

증하기 위해 Modelsim[9]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피보

나치수열(Fibonacci Series)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테스트벤치(Testbench)를 작성하였다. 아래 그림 8를 살

펴보면, 수행되는 명령어에 따라서 각 메모리 0번지, 4번

지, 16번지 등에 16진수로 표현된 피보나치수열의 결과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보나치수열을 수행하는 테스트벤치를 작성시 여러 명령

어를 서로 종속성을 가지도록 조합하도록 작성하여 만약



그림 9 시계 프로그램 수행결과

그림 10 하이퍼터미널에 표시된 메뉴화면

그림 11 UART를 이용한 프로그램 실

행결과
하나의 명령어가 잘못 수행된다면 올바르게 데이터 메모

리에 수열의 결과가 저장되지 않도록 작성이 되어있다.

이후, 시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FPGA에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주변장치의 동작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FPGA 보드의 세븐세그먼트에 시간을 표시하며 동작되는

시계의 결과 화면이다.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 분, 초를

나타내고 리셋(Reset)버튼을 누르면 0초로 초기화되어 다

시 시간이 카운트 된다.

마지막으로, 타이머 이외에 UART를 이용하여 컴퓨터

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서로 통신하고 간단한 명령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벤치를 작성하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하이퍼터미널(HyperTermianl)을 사용하여 이러한

UART 관련 프로그램 수행 시 위의 그림 10과 같이 4가

지의 메뉴를 수행할 수 있는 메뉴가 화면에 나타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메뉴는 각각 적색과 녹색 발광다이오드

에 해당된 스위치를 활성화 하여 불이 켜지도록 하는 것

이다. 또한, 세 번째 메뉴는 키보드에서 입력한 숫자를

세븐세그먼트에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

로, 네 번째 메뉴는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을 모두 초기화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그림 11은 위에서 언급

한 4가지 선택 메뉴 중 3가지를 사용하여 적색, 녹색 발

광다이오드와 세븐세그먼트에 숫자를 표현하는 실행 결과

를 보여준다.

5.2 성능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최대 50MHz의 클럭 주파

수에서 앞 절의 세 가지 기능 검증을 모두 수행하였다.

이 수치는 위상고정루프장치의 출력 주파수를 조정하여

얻은 값이다. 또한, Altera Quartus II 9.1 Web Edition

에서 제공하는 전력 소모 분석 도구를 이용해 전력 소모

를 측정해 본 결과 120.36 mW의 전력 소모량을 얻을 수

있었다. 측정된 전력 소모량은 주변장치들을 제외한 오로

지 CPU만의 전력 소모를 측정한 값이다.

6. 결론

본 논문은 ARM9 호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하

고 FPGA에서 이에 대한 기능과 성능에 대한 검증을 함

으로써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마이크로프

로세서 설계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FPGA를 이용하여 에뮬레이션을 통한 다중코어 기술 연

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 구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오픈소스(Open Source)화 하여 추후

에 새롭게 진행될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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