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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BL[1](Corner Block List)에 기반한 Non-Slicing 플로 플랜 알고리즘은 빈 공간이 없는 Non-
Slicing 플로플랜만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BL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블록의 크기를 이용

하여 최적의 위치에 블록을 배치 하기 위해 contour map 을 이용할 것을 제시한다. 본 알고리즘은 
배치시 면적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CBL 의 단점을 해결하고 더불어 최적해를 찾기 위
한 실행 시간을 단축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er 

1. 서론 

플로플래닝[2]은 VLSI 회로의 물리적 설계에서 아
주 중요한 단계이다. 플로플랜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

의 하나가 표현 구조에 있다. 이것은 최적화 알고리

즘의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표
현 구조는 위상 구조로부터 배치를 만들어 내는 복잡

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플로플랜은 Slicing 구조와 non-Slicing 구조로 나뉜

다. Slicing 구조에는 이진 트리 표현법을 사용한다[3]. 
non-Slicing 구조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sequence 
pair[4] 와 bounded-slicing grid[5]가 이다. 

최근, non-slicing 플로플랜을 위해 코너 블럭 리스트

(Corner Block List-CBL) 라 불리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1]. 이 방법은 하나의 CBL 이 주어지면 이에 대응하

는 블록 배치를 얻기 위해서 O(n) 시간이 필요하고, 
그 구현이 용이하여 블록 배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BL 의 단점은 non-slicing 플로플랜의 일부분

만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CBL 은 
회로를 n 개의 공간으로 분할하고 각각의 공간에 하
나의 블록을 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표
현 할 수 없다. 이는 제한적인 해공간을 갖게 되고 
최종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6]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

었다. ECBL (Extended CBL)[6] 에서는 크기가 없는 가
상의 블록을 일정 배수만큼 리스트 상에 추가하고 함
께 블럭 배치를 하여 가상의 블록들이 빈 공간의 역
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TBS(Twin Binary 
Sequence)[7] 에서는 이 가상의 블록을 필요한 만큼만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배치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가상의 블록 정보 없이 배치 블록의 경계인 
contour map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블록

의 삽입 시 contour map 을 이용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으므로 빈 공간의 면적과 발생 빈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최대 목표가 
된다. 최적의 위치에 블록을 배치함으로 CBL 이 변경

이 되기 때문에 simulated annealing 실행 시간을 단축 
시켜 빠른 시간에 최적의 해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BL 의 위상정보를 포함하는 constraint 그래프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메모리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서론에 이어 다음 2 장에서는 CBL 에 대한 정의와 

블록배치 방법을 설명하며,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블록 배치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4 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CBL(Corner Block List) 

2.1 모자익 플로 플랜 

CBL 은 모자익 플로플랜이라는 일반적인 플로플랜

의 간략화된 형태를 모델로 하고 있다. 모자익 플로

플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플로플랜 상에는 빈 공간이 없다. 
(2)T-접합의 non-crossing 세그먼트를 crossing 세그먼

트를 따라 이동한 결과는 이동 전과 동일한 위상으

로 정의한다. (그림 1) 
(3) 두 T-접합은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CBL 은 모자익 플로플랜에서 블록들의 위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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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S, L, T)의 세 개의 리스트로 정의하며, 이 
CBL 에 따라서 칩 영역은 사각 공간들로 분할되고 
각 공간에는 단 하나의 블록이 배치된다 
그림 1 의 (a)와 (b)는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 

 
(그림 1) 모자익 플로플랜의 동등한 위상  

2.2  CBL 정의  

코너블록은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공간에 배치

되는 블록을 말한다. 그림 2 의 (a)에서는 e 블록, (b) 
에서는 d 블록이 코너블록이 된다. 

 
(그림 2) CBL 을 이용한 플로플랜의 예 

2.2.1 Constraint 그래프 

그림 2 에서 보듯이 오른쪽 위 모서리에 해당하는 
정보와 T-접합을 이용한 블럭 배치를 위한 위상 구조

로 constraint 그래프를 사용한다. 그래프는 G= (V, E) 
로 나타내고 여기서 V 는 세그먼트, E 는 배치 공간의 
블록을 나타낸다. 

Constraint 그래프는 수평 constraint 그래프(HCG) 와 
수직 constraint 그래프(VCG) 로 나타낸다. 
그림 3 은 그림 2 의 (b)배치에 대한 constraint 그래프

를 나타낸다. 

 
(그림 3) constraint 그래프 

수평 constraint 그래프에서 E 로 가는 간선과 수직 
constriant 그래프에서 N 로 가는 간선에 공통으로 
있는 간선이 코너 간선이 되고 이 코너 간선이 코
너블록이 된다. 

2.2.2. 코너 블록의 방향 

코너 블록의 방향은 블록의 왼쪽과 아래쪽의 세그

먼트의 결합에 따라 정의한다.  그림 2-(a) 의 경우 
블록 e 의 방향은 crossing  세그먼트가 아래쪽에 
있고 “T”가 90 도 회전된 모양의 접합을 가지므로 
수직 방향이 되고 “0”으로 표기하고, 그림 2-(b) 에
서 g 블록 의 경우 접합부의 모양이 180 도의 “T” 
이고 왼쪽에 crossing 세그먼트가 있으므로 수평방

향이 되고 “1”로 표기한다. 
 
2.2.3 CBL 구성 

CBL 은 반복적인 코너블럭의 삭제로부터 생성된다.   
각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S : 삭제되는 블럭 네임의 순서 
(b)  L : 삭제시 코너블럭의 방향정보 
(c)  T : 삭제시 crossing 세그먼트의 개수 
 
2.3 CBL와 플로플랜간의 전환을 위한 알고리즘 

다음은 코너 블럭 리스트와 플로플랜가 서로 전환

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알고리즘 1 은 플로 플랜

으로 부터 코너블럭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2 는 코너 블럭 리스트로 부터 플로플랜을 

얻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알고리즘 2 의 결과는 해
가 존재한다면 모자익이 된다.  

 
알고리즘 1. 
while 코너블럭이 사용 가능할 동안 
{   

(a)코너 블럭의 삭제 
  (b)코너 블럭이 마지막이 아닐 경우 CBL 기록 
     마지막일 경우 블럭 이름만 추가. 삭제 순서

의 역순으로 리스트 작성 
} 
 
알고리즘 2. 
(a) S[1] 의 블록으로 초기화 
(b) for i =2 to n do 
    블록 S[i]를 L[i]의 방향에 따라 crossing 세그먼

트를 T[i]에 해당 되도록 삽입 
    플로 플랜이 만약 T[i]의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면 exit 
     report error 
 
2.4 플로플랜과 블록 배치 알고리즘 

CBL 을 이용한 플로 플랜 알고리즘은 simulated 
anealing 에 기초한다. 온도와 최적해를 초기화 하고, 
평형상태가 될 때까지 해의 이동을 반복하면서 최적

해를 찾는다. 각 이동으로 얻은 이웃해는 블록 배치

를 통해서 면적 비용을 계산하고 계산된 비용과 현재 
온도를 참고하여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4.1 이웃 해를 얻는 방법 

CBL 의 정보중의 하나를 변형하여 이웃해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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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를 변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임의의 i,j 에 대하여 S[i] 와 S[j]을 교환 
(2) T[i]의 1 의 비트를 0 으로 또는 1 비트를 추가 
(3) 블록회전 시키기 
(4) 블럭 방향을 변경하기 
 
2.5 CBL의 문제점 

알고리즘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2 가지가 있다. 
첫째는 2.3 에서 소개된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2(b)

의 프로그램 중단이다. 이웃해를 얻기 위해 CBL 을 
변경 했을 때 crossing 세그먼트의 조건이 맞지 않으

면 이웃해를 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실행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번째는 알고리즘 2 의 결과가 모자익이라는 것이

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적인 블록의 크기를 
고려한 최적화가 아닌 것을 뜻한다. 그림 4 는 두번째 
단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f 블럭 삽입시 수평삽입이고, T 정보가 11110 이므로 
a 블럭 바로 옆 위치에 삽입된다.  실제로 빈 공간이 
많아서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경우 특히 블럭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contour map 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CBL 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플로 플
랜으로 전환할 때 블록 배치 방법만 제안된 논문의 
알고리즘으로 적용시킨다. 
제안된 배치 알고리즘은 다음 3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4) CBL 을 플로플랜으로 전환 

3. 제안기법 

3.1 Contour Map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위상 정보의 보관을 위해 수
직 contour map 과 수평 contour map 을 정의 한다. 
수직 contour map 은 플로플랜시 위에서 투사했을때 

시야내에 들어오는 블럭들의 위치와 정보를 보관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수평 contour map 은 블럭의 오른쪽

에서 투사했을 때 시야내에 들어 오는 블럭들의 위치

와 정보를 보관한다. 
수직 contour map 의 자료 구조는 더블 링크 리스트

를 사용하며 정렬 기준은 블럭의 너비 위치가 끝나는 
x 값의 오름 차순이다. 동일 한 방법으로  수평 
contour  map 의 저장 순서는 블럭의 높이의 위치가 
높은  y 축 값의 오름 차순으로 저장한다. 
그림 5(a)는 수직 contour map, 5(b)는 수평 contour 

map 을 나타낸다. 

 
(그림 5) contour map 

그림 5 의 경우는 수직 contour map 의 저장을 위한 
자료구조는 다음과 같다. 

 
 
 
3.2  CBL 을 플로플랜으로 전환 
 
3.2.1 코너 블럭 설정방법 
 
제안 기법에서는 코너 블럭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 

한다. 코너 블럭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의 규칙을 
따른다. 

 
가정 1 :  S[i]의 블럭의 수직 방향 삽입시 
1. S[i-1]의 블럭이 수직 contour map 일 경우  
   코너 블럭 → S[i-1] 
2. S[i-1]의 블럭이 수직 contour map 이 아닐 경우  

코너 블럭 → 수직 contour map 에서 가장 오른

쪽 끝에 있는 블럭 
 
가정 2 ; S[i]의 블럭의 수평 방향 삽입시 
1. S[i-1]의 블럭이 수직 contour map 일 경우 

   코너블럭 →S[i-1] 
 2. S[i-1] 의 블럭이 수직 contour map 이 아닌 경우 
     S[i-1]이 수평 블럭일 경우 
     코너블럭 →S[i-1] 
     S[i-1]이 수평 블럭이 아닌 경우 
     코너블럭 → 수직 contour map 에서 가장 오

르쪽 끝에 있는 블록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코너 블럭이 결정되면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블록을 배치한다.  

 
3.2.2. 수직 블럭 삽입 방법 

S[i] 블럭의 수직 삽입 방법은 알고리즘 3 에 따른다. 
알고리즘 3. 
 
while(T[i] 의 값이 유효할 동안 반복) 
{  

코너 블럭으로 부터 T[i]의 조건을 만족 시키는 블
럭 을 찾을 동안 한 단계식 수직 contour map 왼쪽

으로 이동한다.  
이때 각 contour map 에서의 S[i]의 블럭을 수직 삽
입하여 최고의 비용(최소면적)을 갖는 위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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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한다 
If (crossing 세그먼트의 수<T[i]의 1 의비트의 수) 
Break; 

} 
최고의 위치로 블럭을 배치하고 T[i]의 정보를 변경하

여 저장한다. 
 
알고리즘 3 의 방법대로 수직 배치를 할 경우 접합 

부분의 세그먼트의 수는 다소 변경이 된다. 그러나, 
플로 플랜 과정에서 알고리즘 2-(b) 와 같이 과정 자
체를 중단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치 
과정 중 가장 최적의 위치로 배치가 되는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실제로 최적의 위치로의 배치는 
simulated annealing 을 거쳐야 가능하지만 제시한 알고

리즘은 배치 과정 중에 최적의 위치를 찾고, 모자익

의 특성상 발생하는 빈 공간의 발생 면적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그림 6 은 CBL 과 제안 기법과의 배치 결과를 보여

준다. g 블록을 배치 할 때 접합의 개수에 따라 CBL
에서 가능한 배치는 (a)의 결과로 빈 공간이 생성된다. 
이 빈 공간은 simulated annealing 의 결과 사라질 가능

성도 있다. 그러나 제안 기법에서는 T 를 고려한 배치 
과정 중 최적의 위치로  (b)와 같은 배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배치 결과는 g 를 수직 삽입 했을 때 얻
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 

T[7]의 정보를 배치 후 110 에서 10 으로 수정한다. 
 

 
(그림 6) 블록 배치의 비교 

동일한 방법으로 그림 7 을 수평 삽입시의 배치결

과를 보여준다. CBL 은 그림 4 의 CBL 을 참조한다. 
제시한 기법의 결과 블록 f 의 위치가 블록 a 옆이 아
닌 c 옆에 수평 삽입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블록 
f 위치 역시 T 접합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배치

가능한 최적의 위치가 된다. 그림 7 에서 블록 g 의 
배치 결과가 CBL 배치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6]의 값이 11110 1110 으로 변경되었고, 
더불어 블록 e 의 T 값도 110 10 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7) 그림 4 의 블록 배치의 비교 

4. 결론 

제시한 알고리즘은 CBL 을 이용하여 블록 배치시

에 발생하는 빈공간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한 알고

리즘이다. Constraint 그래프 없이 contour map 만 유지

하더라도 수직/수평 방향으로 삽입 시 수직/수평

compact(압축 – 빈공간이 없도록 배치)된다.  따라서 
빈공간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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