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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구성형 프로세서는 높은 성능과 낮은 전력 소모,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갈수록 높아지

는 모바일 및 소형 전자기기 시장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

문에서는 아키텍처 명세 언어인 SoarDL 언어를 확장하여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지난 수 년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및 소
형 전자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들 기기에서 
동작하는 응용(Application)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단일 프로세서 혹은 
단일 ASIC 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응용들의 요
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재구성형 프로세서(Coarse Grained Reconfigurable 
Architecture)는 높은 성능과 낮은 전력 소모, 그리고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구성형 프
로세서는 일반 프로세서에 비해 적게는 열 배에서 많
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연산 장치(Processing Element)
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여러 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산 장치들을 configuration 메모리를 
통해 재구성 할 수 있어 재구성이 불가능한 ASIC 에 
비해 유연성이 높아 다양한 응용의 높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매우 유리하다. 

이러한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이에 최적화된 컴파일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동작시키고자 하는 코드 내에 분기문이 
존재할 경우 재구성형 프로세서 내부의 연산 장치에 
할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효율 또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기문에 대한 효율적

인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컴파일러가 필수적이다. 하
지만 재구성형 프로세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컴파일러 보다는 프로세서 구조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

를 쉽고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 아키텍처 명세 언어

(Architecture Description Language)로 재구성형 프로세

서의 특징 및 구조를 기술하고 이로부터 컴파일러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2 장에서는 아
키텍처 명세 언어인 SoarDL 언어를 소개한다. 3 장에

서는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기술하기 위해 SoarDL 언
어를 어떻게 확장하였는지 설명한다. 4 장에서는 실제 
컴파일러 생성을 위해 필요한 향후 연구 방향을 설명

하고, 마지막 5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을 제시한다. 
 

2. SoarDL 아키텍처 명세 언어 

SoarDL 언어는 아키텍처 명세 언어로써 SoarGen 
재겨냥성 컴파일러 플랫폼의 기반 언어이며, 프로세

서의 구조 및 특성을 기술하도록 고안되었다. 개발자

가 SoarDL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세

서의 구조와 특성을 기술하면 SoarGen 은 이를 바탕

으로 해당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를 자동으로 생
성해준다. 

 
 

 

(그림 1) SoarDL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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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SoarDL 언어는 크게 
다섯 가지의 주 항목으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항
목은 프로세서의 특정한 구조 및 특징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Structure 항목에서는 프로세서

의 메모리 구조나 파이프라인 구조 등을 기술할 수 
있으며, Convention 항목에서는 프로세서가 함수 호출

을 처리하는 방식을 기술한다. Address Mode 나 
Instruction Set 항목의 경우 여러 개의 세부 항목을 가
질 수 있으며, 각각의 세부 항목과 이를 포함하는 상
위 항목은 계층 구조를 이루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다수의 명령어와 여러 개의 주소 모드를 가질 수 있
는 프로세서의 특성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항목 내에서 기술되는 
프로세서의 정보는 형식론에 입각하여 기술되도록 되
어 있으며, 이는 프로세서 개발자로 하여금 원하는 
컴파일러를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SoarDL 언어 확장 

이전 장에서 설명한 SoarDL 언어는 일반적인 프로

세서의 구조 및 특성을 쉽고 간편하게 기술하도록 고
안되었으나,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경우 일반적인 프

로세서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SoarDL 언어로 이를 기술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oarDL 언어에 재구

성형 프로세서를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구조 및 특성을 기술

하여 이를 바탕으로 SoarGen 컴파일러가 재구성형 프
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은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기술하기 위해 
SoarDL 언어에 추가된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SoarGen 컴파일러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CGRA 를 위한 SoarGen 컴파일러의 구조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를 생성하기 위

해서는 개별 연산 장치들의 특성 및 연결, 메모리 및 
레지스터 파일의 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SoarDL 언어에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산 장치 (Processing Element, PE) 
 

재구성형 프로세서는 응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게는 십 수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의 연산 장
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산 장치들은 산술 연산 
장치(Arithmetic Logic Unit)와 같이 다양한 연산들을 수
행할 수 있으며, 레지스터 파일과 같은 저장 공간을 
내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개별 연산 
장치의 구조가 동일한 동종 재구성형 프로세서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연산 장치의 
구조 및 특성이 서로 상이한 이종 재구성형 프로세서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일한 구조의 연
산 장치를 가지는 경우보다 서로 다른 구조의 연산 
장치를 가지는 경우에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성능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키텍처 명세 언어를 이용하여 고
성능의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를 생성하

기 위해서는 개별 연산 장치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각
각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확장된 SoarDL 
언어에서는 ‘processingElement’ 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개별 연산 장치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확장된 SoarDL 언어를 이용하여 연산 장치를 
기술한 예이다. 

 

 

(그림 3) 확장된 SoarDL 언어로 기술된 개별 PE 

위의 예에서 두 연산 장치는 네 개의 레지스터를 
가지는 레지스터 파일과 계산된 결과를 연산 장치 외
부로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출력 레지스터 하나를 포
함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의 구조 또한 서로 동일하다. 
반면, 실제적인 연산을 위해 포함하고 있는 장치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첫 번째 연산 장치 PE0 의 경우 
곱셈기 하나와 메모리 접근 유닛 하나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두 번째 연산 장치 PE1 의 경우 일반적인 산
술 연산 장치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종류 또한 PE0 가 곱셈 및 메모리 접근 명
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반해 PE1 은 일반적인 산술 

processingElement PE0 : SoarRAConfig { 
register  r[4]; 
register  output; 
functional_unit  { 

multiplier { latency 4; }; 
ld_st  { latency 1; }; }; 

pipeline   { IF; ID; EX; WB; }; 
operation  { mul | ld | st }; 

} 
 
processingElement PE1 : SoarRAConfig { 

register  r[4]; 
register  output; 
functional_unit { 

alu  { latency 1; }; }; 
pipeline  { IF; ID; EX; WB; }; 
operation  { al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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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명령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확장된 
SoarDL 언어에서는 개별 연산 장치의 특성을 따로 기
술할 수 있도록 하여 컴파일러 생성 시에 이러한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결 구조 및 전역 저장 공간 (Connectivity and 

Global Storage)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컴파일러를 생성하는 데
있어 개별 연산 장치에 대한 정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연산 장치들의 연결 구조(Connectivity)이다. 
연산 장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
라 주어진 코드를 각각의 연산 장치에 할당하는 방식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구성형 프로

세서를 위한 아키텍처 명세 언어는 일반적인 메시

(mesh) 연결 구조에서부터 임의의 복잡한 연결 구조

까지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재구성형 프로세서는 다수의 연산 장치가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역 저장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모
든 연산 장치가 자유롭게 값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전역 레지스터 파일이나 전역 메모리가 이에 해당한

다. 이와 같은 전역 저장 공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역 저장 공간 자체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어떤 연
산 장치들이 어떤 전역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지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재구성형 프
로세서의 경우 전역 메모리가 뱅크(Bank)화 되어 메
모리의 일정 주소 영역마다 접근할 수 있는 연산 장
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구조

를 기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 구조 및 전역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연결 구조를 위한 새로운 항목을 
SoarDL 언어에 추가하는 동시에 저장 공간을 기술하

던 기존의 방식을 확장하여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연산 장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렇게 확장된 SoarDL 언어를 이용하여 연산 장치의 
연결 구조 및 전역 저장 공간을 기술한 예이다. 

 

 

(그림 4) 연결 구조 및 전역 저장 공간 기술의 예 

위의 예에서 기술된 재구성형 프로세서는 한 개의 
전역 메모리와 두 개의 전역 레지스터 파일을 가지고 
있다. 먼저 메모리를 위한 기술에서는 해당 기술이 
메모리를 위한 기술임을 표시하는 지시어 ‘memory’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기본 단위 ‘byte’, 그리고 
메모리의 이름 ‘ra_mem’ 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메모

리에 접근할 때의 지연 시간과 주소 공간의 시작 및 
끝 주소, 그리고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포트의 개
수를 명시하고 있다. 레지스터 파일 기술도 메모리 
기술과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레지스터 파일

의 이름 뒤에 대괄호 및 숫자를 이용하여 해당 레지

스터 파일이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연산 장치의 종류를 ‘<0..15>’ 와 같이 명시하였

는데 이는 0 번부터 15 번 연산 장치까지 해당 레지스

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확장된 SoarDL 언어에서는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연산 장치의 개수 및 종류, 그리고 연결 구조를 기술

할 수 있다. SoarDL 언어에서 연산 장치의 개수 및 종
류는 C 언어의 배열 정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된

다. 위의 예에서 지시어 ‘PEarray’를 이용하여 기술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재구성형 프로세서가 총 16 개

의 연산 장치를 가지며 4 행 4 열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산 장치의 종류 또한 기술하

고 있는데, 2 장에서 소개한 PE0 연산 장치와 PE1 연
산 장치가 각각 4 개와 12 개라는 것과 함께 이들의 
구성을 행렬 구조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지시어인 
‘connectivity’는 연산 장치의 연결 구조를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위의 예에서는 연산 장치들의 연결 구조가 
메시 구조라는 것을 지시어 ‘mesh’를 이용하여 기술

하고 있다. 
 

 

(그림 5) 기술된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구조 

 
이처럼 확장된 SoarDL 언어에서는 전역 저장 공간 

및 연산 장치의 연결 구조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CGRA SoarRAConfig : SoarRA {  
memory   byte   ra_mem {  

      latency 1 @ [0x000000..0x7fffff];   
   } read_port(8) write_port(4);  
 
   register   word  central_RF[32]<0..15>; 
   register   bit    pred_rf[32]<0..15>; 
 
   PEarray        PEs[4 * 4] = {  

PE1, PE0[3],  
PE1, PE0[3],  
PE1, PE0[3],  
PE1, PE0[3] }; 
 

   connectivity  me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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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위의 그림 5 는 그림 3 과 그림 4 에서 기술한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전체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4. 향후 연구 방향 

앞선 2 장과 3 장에서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기술하

기 위해 SoarDL 언어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설명하

였다. 이렇게 확장된 SoarDL 언어로 재구성형 프로세

서를 기술하고 나면 SoarGen 컴파일러가 이를 입력으

로 받아들여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동작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SoarDL 
언어로 기술된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정보를 적절한 
인터페이스 자료 구조를 이용해 저장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SoarGen 컴파일러 내에

서 적절히 처리되어 실제 동작 코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주어진 응용을 개별 연산 장치에 할
당하여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
는 내부 모듈이 구현된 상태이며, 향후 인터페이스 
자료 구조를 정의하여 SoarDL 언어로 기술된 정보를 
구현된 내부 모듈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최적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코드 내에 분기문이 존재할 경우 연산 장
치로 할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동시에 전체적

인 코드의 수행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측 수행(Predicate Execution)과 
같은 최적화 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최적화 기법이 
반영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코드를 생성

하는 모듈이 이러한 최적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SoarDL 언어로 기
술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생성하는 모듈을 
변경하여 재구성형 프로세서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키텍처 명세 언어인 SoarDL 언어

를 확장하여 재구성형 프로세서의 구조 및 특성을 기
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oarDL 언어로 기술된 재
구성형 프로세서의 정보는 SoarGen 컴파일러로 하여

금 재구성형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생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이용된다. 앞으로는 SoarDL 언어로 기
술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 자료 구조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정보를 바
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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