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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형식 검증(formal verification)의 한 분야인 모델 검증(model checking)에 재타이 (retiming) 기법을 

용하는 방법에서 해 연구하 다. 재타이 은 주어진 회로의 지스터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입출력 동작을 바

꾸지 않으면서 이 계(transition relation)을 변환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러한 재타이 을 이용하면 모델 검증을 

더 효율 으로 수행하도록 회로를 바꿀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스터의 개수와 이 계의 특성을 반 한 cost 

함수를 제안하고, 재타이 으로 얻을 수 있는 회로 구조들을 효율 으로 탐색하는 heuristic annealing 알고리즘을 개

발한다. 제안된 방법이 모델 검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pplication of retiming to model checking, a branch of formal verification. Retiming can change the transition 

relation of a circuit without changing its input-output behaviour by relocating its registers. With the retiming, a given circuit can have a 

different structure more adequate for model checking. This paper proposes a cost function to reflect the number of registers and the 

characteristic of its transition relation and develops a heuristic annealing algorithm to search efficiently the circuit structures obtained by 

retiming.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the model check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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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능 검증은 디지털 시스템 설계에서 주요 과제이며 

설계에 드는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

년 에 형식 검증(formal verification)은 기존의 시뮬 이

션에 기반한 검증을 보완하는 기법으로 두되었다

[1]-[3]. 형식 검증의 여러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은 모델 검증(model checking)으로써, 주어진 회로에서 

어떤 property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알고리즘이

다. 모델 검증에서는 부분의 시간이 상태 집합의 

image나 pre-image를 구하는데 소비된다.

기호  모델 검증(symbolic model checking)은 상태 집

합과 이 계(transition relation)를 BDD(Binary 

Decision Diagram)로 표 함으로써 image와 pre-image를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2]. 이 방식에서는 상태 집

합의 image나 pre-image를 구할 때, BDD를 conjunct시키

고 변수들을 quantify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계를 

하나의 BDD로 표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이 무 커질 수 

있어서, 일반 으로는 각 비트 지스터들에 한 비트 

이 계(bit relation)를 구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비트 

이 계들을 conjunct시키는 ordering (quantification 

scheduling)이 image와 pre-image의 계산 시간에 많은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3]-[7].

기존의 quantification scheduling 알고리즘들은 회로가 

주어져 있고 그 구조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왔다. 그

러나 재타이 (retiming)은 지스터들을 재배치함으로

써 회로의 구조를 동등한 다른 구조로 바꿀 수 있다[8]. 

구조를 바꾸게 되면, 지스터의 개수와 더불어, 각 비트 

이 계들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바 고, 이 

계도 바 게 된다. 재타이 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

은 회로 구조들을 이용하게 되면, image나 pre-image를 

계산하는데 더 효율 인 이 계를 가지는 회로 구조

를 찾을 수도 있고, 따라서 모델 검증을 더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도 몇몇 연구에서 재타이 을 모델 검증에 

용했다. D. Stoffel et al.은 [9]에서 순차 검증을 조합 회로 

등가 검증 (combination logic equivalence checking) 문제

로 바꾸는 데 재타이 을 이용했고, J. Baumgartner et al.

은 [10]에서 래치를 옮겨 지스터로 결합시키기 해 

재타이 을 이용하 다.

지스터의 개수를 여서 image나 pre-image를 효

율 으로 계산하기 해 재타이 을 이용하는 방식도 

제안되었었다[11]-[13]. 그러나 image나 pre-image 계산

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지스터의 개수만큼 요한 

것이 이 계의 특성이다. 이 계의 특성이 좋지 

않으면, 지스터의 개수가 더 다하더라도, image나 

pre-image를 계산하기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더 좋은 특성의 이 계를 얻기 해 

재타이 을 사용할 것이다. 체 알고리즘은 simulated 

annealing을 조  수정한 heuristic annealing 알고리즘이

다. 재타이 된 회로의 image와 pre-image 계산 효율성을 

반 하기 해 cost 함수를 제안할 것이다. 이 cost 함수

는 변수들의 평균 lifetime과 지스터 개수의 가 치합

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증명할 property의 참/거짓

을 유지하기 해 입출력 동작을 보존하는 재타이  변

환만을 사용한다.

이 논문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모

델 검증 이론과 quantification scheduling, 재타이  등에 

해 검토하고, 3장에서 새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4

장에서 실험결과를 제시한 뒤, 5장에서 결론을 맺을 것

이다.

Ⅱ. 연구 배경

기호  모델 검증에서는 회로가 BDD로 표 된다. 이 

논문에서는 회로의 이 계를 T(V,I,V')으로 표기할 

것이다. 여기서 V는 재 상태 변수들의 집합이고, I는 

입력 변수들의 집합이며, V'은 다음 상태(next state) 변수

들의 집합이다. 재 상태의 집합은 재 상태 변수 집합

인 V로 표 되며, 다음 상태의 집합은 다음 상태 변수 집

합인 V'으로 표 된다. 상태 집합 Sa(V)의 image Sa'(V')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1)

모델 검증 알고리즘은 상태 집합간의 집합 연산들과 

와 같은 image나 pre-image 계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image 계산을 심으로 논할 것이나, 제

안된 알고리즘은 pre-image 계산에도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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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uantification Scheduling

하나의 BDD로 체 이 계 T(V,I,V')를 모두 표

하는 것은 메모리를 무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암묵 으로 conjunct되어 있는 일련의 비트 이 

계들로 표 한다.

′  
≦   
∧  ′            (2)

비트 이 계들이 식 (1)의 image 계산에 사용되면, 

일부 변수들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에 quantify될 수 있

다. 각 비트 이 계 Ti(V,I,v'i)에 해 Di를, Ti(V,I,v'i)

에 들어 있는 I∪V'의 변수들이라고 가정하고, Ei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자.

   
 



                  (3)

그러면 식(1)은 식(2)와 (3)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 

   ≦ 
′′  

   (4)

Conjunct 연산과 quantify연산의 연속인  계산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BDD의 가장 큰 크기는, 

Ti(V,I,v'i)들이 conjunct되는 순서와 한 련이 있

다. 순서가 다르면 Ei가 달라지고, 따라서 계산 에 

quantify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변수의 개수도 달라진다. 

BDD의 크기가 변수의 개수와 계가 있으므로, 

Ti(V,I,v'i)들이 conjunct되는 순서에 의해 BDD의 크기

가 향을 받는다.

최 의 순서를 찾는 것을 quantification scheduling 문

제라고 부르며, 이에 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그 , 가

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의존 행렬

(dependence matrix)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음의 정의

들은 [3]을 참고하 다.

정의 1. 변수 x1, ..., xn로 이루어진 순서가 있는 함

수들 f1, ... , fm의 의존 행렬은, 행의 개수가 m개이고 

열의 개수가 n개인 행렬 D로써, 함수 fi가 변수 xj를 가

지고 있을 때 D의 원소 dij=1이 되고, 그 지 않으면 

dij=0이다.

I.-H. Moon et al.은 [3]에서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꾸면

서, 다음에서 정의할 lifetime을 최소로 하는 ordering을 

찾는다.

정의 2. 의존 행렬 D의 total lifetime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


≦ ≦



              (5)

여기서 lj는 열 j에서 dij=1인 최소 i이다. 비슷하게 

active lifetim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6)

여기서 hj는 열 j에서 dij=1인 최  i이다. 

2.2 재타이

재타이 은 지스터들을 재배치함으로써 회로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써, 순차회로의 최 화에 많이 사

용된다. 처음 제안되었을 때에는 critical path의 지연 시

간이나 지스터의 개수를 이는 것이 목 이었다[8]. 

그러나 그 이후로 이용되는 곳이 많아져서, 재타이  후 

재합성(retiming and resynthesis)이나 주변 재타이

(peripheral retiming)과 같은 목 으로도 이용된다.

지스터들을 재배치한 후에 negative 지스터가 없

으면 그 재타이 은 법하다고(legal) 부른다. 법한 

재타이 을 통해 얻은 회로는 재타이  이 의 회로와, 

입출력 동작의 면에서 보았을 때,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

다. 이 논문에서는 입출력 동작을 유지하면서 모델 검증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법한 재타이 을 사용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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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호  모델 검증을 한 재타이

이 장에서는 모델 검증에 더 효율 인 재타이 된 

회로 구조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것이다. 재타이

은 각 비트 이 계에 포함된 변수들을 바꾸어서, 

image 계산의 복잡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그러므

로 모델 검증의 성능도 바꿀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

할 알고리즘은 주어진 회로에 여러 가지의 재타이

을 시도하면서, 3.1 에서 제안할 cost 함수를 통해 그 

재타이 된 회로의  image 계산 복잡도를 측하며, 

heuristic annealing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재타이 된 구

조를 찾는다.

제안할 알고리즘은 일종의 처리 과정의 역할을 한

다. 주어진 회로를 재타이 을 통해 최 화한 뒤, 검증 

알고리즘이 재타이 된 회로로 property를 증명하는 것

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단계를 각각 재타이  단계와 

검증 단계로 부를 것이다.

3.1 Cost 함수

모델 검증에 합한 회로를 찾기 해서는  재타이

된 회로가 얼마나 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cost 함수

가 필요하다. 일반 인  재타이  알고리즘에서는 주로 

지스터의 개수나 critical path의 지연 시간이 cost 함수

로 사용되나, 이러한 cost 함수들은 image 계산의 효율성

을 나타내기에 합하지 않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cost 함수는 재타이 된 회로의 이 계의 특성을 나

타낼 수 있어야 한다.

Image 계산의 복잡도에 향을 미치는 것 의 하나

는 지스터의 개수이다. 지스터의 개수가 으면, 

이 계가 더 은 개수의 비트 이 계로 구성되고 

image가 더 은 수의 상태로 표 되므로, 더 선호될 것

이다.

지스터의 개수만큼 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각 

비트 이 계의 특성과 비트 이 계들 사이의 

계이다. 식 (4)를 계산하는 복잡도를 이기 해서는, 

각 비트 이 계들이 더 은 개수의 변수들로 이루

어지고 더 간단한 형태의 BDD로 표 되고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식 (4)의 각 단계에서 더 많은 변수들을 

quantify하기 해서는, 각 비트 이 계들이 더 은 

수의 변수들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H. Moon 

et al.은 [3]에서 이러한 특성을 lifetime으로 계량화하

다.

에서 언 한 두 가지의 요인은 서로 모순된 계에 

있다. 를 들어 지스터가 2입력 게이트를 가로질러서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자. 지스터가 게이트의 입력 A, 

B에 있다가 진해서 출력 C로 움직 다면 지스터의 

개수는 어든다. 그러나 C에 한 비트 이 계는, A

의 비트 이 계에 들어 있던 변수들과 B의 비트 이 

계에 들어 있던 변수들의 합집합인 변수들로 구성된

다. 이 게 되면 보통 C의 비트 이 계는 더 복잡해지

고 의존 행렬의 lifetime도 커진다.

이런 모순 계인 두 가지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두 요인의 가 치 합을 cost 함수로 

사용하 다. 그 식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은 개수를 

의미한다.

  
 

  


   

    

(7)

3.2 Property 보존

모델 검증에서 재타이 을 이용하기 해서는 

property의 참/거짓이 재타이 된 회로에서도 유지되어

야 한다. 법한 재타이 은 입출력 동작을 유지하므로, 

property가 회로 출력의 함수라면 그 참/거짓은 유지될 

것이다. 만일 property가 회로의 내부 신호로 표시된다

면, 그 내부 신호들을 회로의 출력으로 나가는 것처럼 임

시로 바꾼 뒤 재타이 을 용함으로써, property의 참/

거짓을 유지시킬 수 있다.

Ⅳ. 체 알고리즘

이 장에서는 체 알고리즘에 해 설명할 것이다. 하

나의 회로에서 재타이 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회로

는 아주 많다. 이러한 다양한 회로들을 효율 으로 탐색

하기 해, 이 논문에서는 heuristic simulated annealing에 

기반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재타이 을 이용하

는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주로 linear programming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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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st path search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알

고리즘들은 cost 함수가 지스터들의 치로부터 쉽게 

계산할 수 있을 때 유용하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cost 함수

는 쉽게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방법은 용하기 

어렵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재타이 된 여러 회

로들, 즉 여러 solution들을 탐색하기 쉽고 최종 으로 찾

은 solution과 시간 사이의 trade-off가 용이한 simulated 

annealing을 조  변경하여 사용하 다.

알고리즘이 시작되면, 우선 주어진 회로의 의존 행

렬을 추출한다. 그 다음에 재타이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하나의 solution은 재타이 된 

회로와 그 회로의 의존 행렬로 구성된다. 재의 

solution에서 지스터를 옮기면 새로운 solution이 나온

다. 이 새로운 solution의 cost가 이 의 solution보다 작

으면, 새로운 solution이 재의 solution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cost가 이 의 cost보다 크면, 새로운 solution이 

재 solution이 될지는 확률에 따른다. 이 확률은 이  

cost와 새 cost의 차이가 작을수록 커지며, 알고리즘을 

반복할수록  작아지도록 하 다. 일정한 횟수의 

반복을 한 뒤에, 그 때까지 찾은 가장 낮은 cost값을 검

사한다. 이 에 검사했을 때에 비해 cost값의 개선이 이

루어지지 않거나 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Ⅴ. 실험 결과

ISCAS89 벤치마크 회로들  일부를 이용하여 제안

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 다. 표 1은 사용한 벤치

마크 회로들의 특성들이다. 첫 번째 열이 회로들의 이름

이고, 두 번째 열에서 네 번째 열까지는, 입력 개수, 출력 

개수, 지스터 개수이다. 지스터들을 처음에 0으로 

기화시키는 리셋 회로를 벤치마크 회로들에 추가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C로 구 하 으며 GCC로 컴 일

하 다. VIS[15]를 이용하여 원 회로와 재타이 된 회로

의 상태 도달성 분석을 실행하 다. 실험은 3GHz CPU

를 탑재한 리 스 머신에서 시행하 다. 상태 도달성 분

석는 기 상태(initial state)로부터 시작해서 도달이 가

능한 모든 상태들을 구하는 과정으로써, image 계산 능

력을 비교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모델 검증 알고리즘

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많이 이용된다. 

식 (7)의 cost 함수에서 가 치는 w1=3/4, w2=1/4를 이

용하 다.

표 1. 실험 상 회로
Table. 1 Circuits for Experiments

회로 이름 입력 개수 출력 개수 지스터 개수

s1269 18 10 38

s1512 29 21 57

prolog 36 73 137

s4863 49 16 104

표 2.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회로 이름

원 회로 재타이 된 회로

시간 (s)
메모리 
(MB)

시간 (s)
메모리 
(MB)

s1269 1443 137 535 98

s1512 214 71 191 69

prolog 3710 113 1373 122

s4863 7966 130 496 94

표 2에서 원 회로와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재타이 된 

회로의 상태 도달성 분석을 비교하 다. 첫 번째 열은 회

로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 2개의 열이 원 회로의 상태 도

달성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이고, 다음 

두 개의 열이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재타이 된 회로를 

상태 도달성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메모리 사용

량이다. 표 2의 결과를 비교하면,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재타이 할 경우, 상태 도달성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메모리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s4863회로의 경우

에는 시간이 1/10 이하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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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논문에서는 모델 검증에 재타이 을 이용하는 기

법에 해서 연구하 다. 모델 검증에 한 기존의 연구

에서는 주어진 회로를 표 하는 방법과 image나 

pre-image를 계산하는 방법에 해 주로 연구하여왔고, 

재타이 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면 이나 critical 

path의 지연 시간을 이는 것에 해 연구하여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역을 연결해서 재타이 을 통해 모

델 검증에 알맞은 이 계를 가지도록 회로를 변환하

는 방법에 해 제안하 다. 이를 해 image 계산의 어

려움을 나타내는 cost 함수와, 재타이 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회로들을 효율 으로 탐색할 수 있는 heuristic 

annealing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

안한 알고리즘이 모델 검증에 더 알맞은 회로 구조를 찾

을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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