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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nput: i,j // bin index of a congested bin
Output: cell name and direction

// The bin is assumed being congested
   horizontally
max_gain = 0

for every  {

  for every cell  {
    r,c ← index of a bin which cell C belongs

           to
    // if r is far from row i, ignore this case
    if (r > i+1 || r < i-1) continue

    for every 8 neighbor bins of  {
       // Each neighbor bin can be a candidate
          for target bin
       if(cell density of target bin after
           moving > 1) {
               continue
       }
       // Assume the target bin's index is 
          (t_r, t_c)

       gain = (C,r,c,t_r,t_c)
       if (gain > max_gain) {
         max_gain = gain
         save all necessary information
         regarding max_gain
       }
    } // neighbor bins

  } // every cell 

} // every 

return information of cell name, target bin
       regarding max_gain

procedure CDP (Congestion Driven Placer)

Input: P: a detailed placement
       k: // max num of iteration 
       w: // weight for congestion gain
       th: // threshold value of congestion
Output: new placement P

1. counter = k
2. S = Φ // S: a set of congested bins
3. // Consider input placement the best one

4. while (counter > 0) {
5. // S contains a set of congested bins
6. EvaluateCongestion(P, S, th)
7. Sort S in non-increasing order according to
   congestion value
8. for each bin b ∈ S {
9. // Assume b(i,j) is congested horizontally

10.  mv_cell, mv_direction ← (i,j) 
11.  Move ‘mv_cell’ along ‘mv_direction’ to a
     target bin
12.  P' ← New placement after moving a cell
13. } // for each bin b ∈ S
14. for each bin b(i,j) {
15.  Move cells in b(i,j) within the bin to
     resolve overlap
16. }
17. P'←New placement after finishing step 14~16
18. // Now compare the new placement with the
       so-far best placement

19. if(  > 0) {
20.   P = P'
21.   counter = k
22. } else {
23.   counter = counter - 1;
24. }
25.} // while (counter > 0)
26.return P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856

< 1> 

Test circuits Number of  cells Number of nets
Ckt 1 8,214 9,338
Ckt 2 15,334 16,295
Ckt 3 16,579 20,859
Ckt 4 17,200 19,865
Ckt 5 18,732 21,431
Ckt 6 19,179 24,057
Ckt 7 19,575 19,867
Ckt 8 21,800 24,538

< 2> k=20, w=0.5, th=0.85
(#bins: )

Test 
Ckts CDP

wire 
length
(meter)

number of bins CPU 
time0.8 0.9 1.0 1.1 1.2

Ckt1
Before 0.36538 152 91 64 28 22
After 0.36300 190 15 3 0 0 2m15s

Ckt2
Before 0.78416 133 56 29 19 8
After 0.77064 151 19 7 2 0 4m13s

Ckt3
Before 1.1567 345 184 88 28 8
After 1.1467 350 19 4 0 0 9m9s

Ckt4
Before 1.0699 19 13 0 0 0
After 1.0699 18 0 0 0 0 32s

Ckt5
Before 1.0417 23 15 9 8 2
After 1.0342 39 3 4 0 0 82s

Ckt6
Before 1.2648 85 31 9 2 0
After 1.2595 77 0 0 0 0 2m34s

Ckt7
Before 1.0966 260 182 86 32 30
After 1.0792 358 88 45 10 4 33m15s

Ckt8
Before 1.1195 284 161 90 48 31
After 1.0973 376 7 0 0 0 11m3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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