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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차원 그래픽 API인 OpenGL과 Direct3D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sine, cosine, 역수, 역제곱근,  지수 및 로

그 연산을 처리하는 부동소수점 연산회로를 설계하였다. 고속 연산과 2 ulp 보다 작은 오차를 만족시키기 위해 2차 

최대최소 근사 방식과 테이블 룩업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계된 회로는 65nm CMOS 표준 셀 조건에서 2.3-ns의 최대 

지연시간을 갖고 있으며, 약 23,300 게이트로 구성된다.  최대 400 MFLOPS의 연산 성능과 높은 정밀도로, 설계한 연

산회로는 3차원 모바일 그래픽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ABSTRACT 

To efficiently execute 3D graphic APIs, such as OpenGL and Direct3D, special purpose arithmetic unit(SFU) which 
supports floating-point sine, cosine, reciprocal, inverse square root, base-two exponential,  and  logarithmic operations 
is designed. The SFU uses second order minimax approximation method and lookup table method to satisfy both error 
less than 2 ulp(unit in the last place)  and high speed operation. The designed circuit has about 2.3-ns delay time under 
65nm CMOS standard cell library and consists of about 23,300 gates. Due to its  maximum performance of  400 
MFLOPS and high accuracy, it can be efficiently applicable to mobile 3D graphics application.

키워드 : 최대최소 알고리듬 , 부동 소수점, 연산회로, 3차원 그래픽 SoC, 멀티쓰레딩

Key word : minimax algorithm, floating-point, arithmetic unit, 3-dimensional graphics SoC, multith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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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급격한 증가와 보편화로 휴대용 단말기용 실감나는 3차
원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컴퓨터 비전 분야

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NVIDIA와 AMD사

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그래픽 프로세서는 최근 특화된  

그래픽 분야를 뛰어 넘어 범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GPGPU 구조를 발표하고 있다. 최신 그래

픽 프로세서는 내부적으로 SIMD 구조, 멀티쓰레드 구

조, VLIW 구조 등의  명령어 및 데이터 수준 병렬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1-2]. 3차원 그래픽 프로세서는 

기존 범용 응용 프로세서와 달리 삼각함수, 지수와 로

그, 역수 값, 역 제곱근 값에 대한 높은 연산 빈도 특성

으로, 이를 하드웨어로 고속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픽 프로세서에 필요한 특수목적 연산은 일반적으

로 룩업 테이블 방식, 테일러 근사방법, 다항식 근사 기

법, 반복연산에 의한 수렴 방법 등으로 구현된다[3-6]. 
면적 측면과 정밀도에서는 기본 연산의 반복 작업을 활

용한 수렴 연산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그래픽 분야는 

범용 응용 분야와 달리 초월 함수의 사용 빈도가 높아

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연산 시간이 짧은 방식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래픽 분야의 속

도와 정밀도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대최소(minimax)  다항식 근사와 룩업 테이블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능 모

바일 그래픽 분야에 적용을 위해 높은 연산 성능과 정

밀도를 갖춘 파이프라인 구조의 특수목적용 연산회로

를  회로를 설계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부동 소수

점 특수 목적 연산회로 (FP-SFU)의 설계 사양을 살펴보

고, 3 장에서는 초월 함수의 2차 최대최소 근사 방법을 

기술하고, 4 장에서는 FP-SFU의 하드웨어 설계를 기술

하였으며, 5 장에서는 설계한 회로에 대한 검증과 성능 

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설계 사양 

특수 목적 연산장치는 멀티쓰레드 구조의 모바일 3
차원  그래픽프로세서에 내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다음 설계 사양을 갖는다.
첫째, 응용 분야인  OpenGL/ES,과 Direct3D 문서를 

바탕으로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6가지 연산(
 , 

 , 

log,  , sin, cos )을 구현한다. 
둘째,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부동 소수점 보조프

로세서와 달리 IEEE-754 표준 반올림을 모드를 만족하

지 않는 대신에, 1～2 ulp의 오차 범위의 정밀도를 만족

시키도록 한다.
셋째, 응용 분야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IEEE-754[7] 

단일 정밀도 부동소수점 데이터 형식만 지원한다. 
넷째, 2 ulp의 오차를 허용하고, 높은 연산 성능을 위

해 파이프라인 구조의 2차 최대최소 근사방식을 사용하

였다. 
다섯째, 그래픽 프로세서의 경우, 오버플로우와 언더

플로우 발생 시 중단이 없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포화 

연산 방식을 지원한다. 
 

Ⅲ. 함수의 2차 최대최소 근사 방법

3.1. 초월함수에 대한 연산 기법 

초월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다항식 근사 연산 기법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3 단계로 나누어진다. 사전 처리 단

계는 근사에 필요한 다항식 수를 최소화하고 계산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력 인자의 범위를 축소시킨

다[8]. 두 번째 단계는 다항식 근사를 수행하는 과정이

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수행한 범

위 제한 조건을 보정하여 원하는 최종 결과를 생성하는 

후처리 과정이다. 

그림 1. 초월 함수의 3-단계 연산 

Fig. 1 Three-step calculation of elementary functions 

3.2. 인자 범위  조정을 위한 전처리 작업   

표 1은 다항식 근사 동작 전에 입력 인자의 범위와 근



모바일 그래픽 응용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조 특수 목적 연산회로의 하드웨어 설계

1893

사 연산을 한 경우 결과 범위를 나타낸다. 표에서 ‘[’ 와 

‘]’ 표시는 경계 값을 포함하며, ‘(’과 ‘)’는 경계 값을 포

함하지 않는다. 

연산
 전처리를 거친 입력 

범위, (x)
결과의 

범위, ( )

1/ [1, 2) (0.5, 1]

1/ [1/4, 1) (1, 2]

sin(2πx) (-1, 1) [-1, 1]

sin(2πx) (-1, 1) [-1, 1]

log [1, 2) [0, 1)

 [0, 1) [1, 2)

표 1. 전처리를 통한 입력과 결과 범위

Table. 1 Input and result range by preprocessing 

표 1에서 역 제곱근(1/ )의 경우 지수 필드가 짝

수일 경우 소수부를 2-비트 우측 이동시키고, 지수 필드

가 홀수일 때는 소수부를 1-비트 우측 이동시키고, 지수 

값을 각각 2와 1만큼 증가시키는 형태로 얻게 된다. 
sin(x)와 cos(x) 함수의 경우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이용

하여 식 (1)과 같이  IEEE 부동 소수점 형식의 입력 

를 먼저    범위를 갖는 로 변환한 후, 값

을 로 나누어    범위의 로 만들어 근사 동

작에서 사용한다. 단, 이러한 입력 인자의 범위 변환 동

작은 별도의 부동소수점 연산장치(FP-AU)라는 연산장

치에서 수행된다. 


이므로 특수 목적 연산장치에

서는  sin  연산을 수행한다.  

sin  sin   sin여기서
  부동소수점형식데이터
 ×
⌊⌋
∈  




∈  

(1)

지수 함수() 연산의 경우도 식(2)을 통해 IEEE 부
동 소수점 형식의 데이터를 부호화 정수(SXI)와 [0, 1)
사이의 값, x로 변환한다. 이렇게 하면 가 부동 소수

점 형식의 정규화된 결과를 출력하므로, SXI가 최종 결

과의 지수 값이 된다.  

× ±   여기서
   부동소수점 형식 데이터
× ±  

⌊× ±⌋
    ∈    소수부값
   ×

(2)

sin(x)/cos(x)와 연산의 경우 사전처리 작업을 거쳐  

그림 2의  입력 형식을 사용한다. 그림 2(a)의 경우 x값
의 범위로 25 비트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FP-AU에

서 원주율(π) 값으로 근사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밀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5-비트 소수부를 생성하도록 하

였다. 그림 2(b)의 경우는 식(3)에 따라 [0, 1)의 범위를 

갖는 x가 소수부에 저장되고, SXI 값은 부호-크기 형식

으로 변환되어 S와 7-비트 abs(SXI) 필드에 저장된다.  
F=1인 경우는 지수의 절대 값이 매우 큰 값을 나타내며, 
근사 동작에 무관하게 부호 비트에 따라 결과를 0 혹은 

최대 양의 값으로 포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a)

(b)

그림 2. 삼각함수와 지수 연산에 대한 FP-SFU의 입력 형식

(a) 삼각함수 (b) 지수 함수 

Fig. 2 Input data format for trigonometric and exponential 
function (a) trigonometric function (b) exponent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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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범위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일부 연산의 변환 작

업을 FP-AU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FP-SFU에서 

수행되는 6가지 동작이 모두 동일한 5단 파이프라인 단

계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3.3.  2차 minimax 다항식을 사용한 근사  

그래픽 연산의 경우 다항식 근사 과정에 실제 값과 

근사 값의 평균 오차를 줄이는 방식보다 최대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2차 최대최소(minimax) 
다항식 근사 방식[9]을 사용하였다. n-비트 입력 인자 x
은  m-bit의 상위 부분 XH 와 (n-m) 비트의 하위 부분 XL

로 구성되며, 2차 근사다항식의 형태는 식 (3)과 같다. 

   
             (3)

2m개의 구간으로 나뉘는  XH의 각 구간에 대해 최대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2차 다항식으로 근사 처리를 한

다. 2차 다항식의 계수 C0, C1, C2의 계수 값은 상위 필

드 XH의 속한 범위와 연산의 종류를 사용하여 각 구간

에 대해 최소 오차를 얻도록 계수를 생성한다. 식 (3)의 

연산을 계산하는 하드웨어 구조는 개념적으로 그림 3과 

같다. 먼저 소수부 필드 를 사용하여 계수를 생성한 

후, 식(3)의 연산을 한다. 

그림 3. 2차 minimax 알고리즘을 사용한 근사 연산 하드웨어 

구조

Fig. 3 Block diagram of 2nd-order minimax approximation 
method 

2차 다항식 근사 방식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

수의 비트 폭과 중간 연산 결과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비트 폭 결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9]에
서 제시된 maple[10]을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6가지 연

산에 대한 계수 C0, C1, C2를 생성하였다. 단, maple 프
로그램으로 계수를 구하는 과정에 log  함수는 수

렴을 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등가 식인 log
log  를 

사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그래픽 분야 응용에서 요구하는 정밀도를 고려하여 

m=8, 즉 256개의 구간에 대해 개별적인 2차 다항식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단, 삼각 함수 sine과 

cosine 함수의 경우 표 2와 같이 양의 값을 갖는 1 상한

(0 ～) 구간에 대한 계수만 저장해두고, 다른 상한의 

경우 sin(2πx)와 cos(2πx)의 1 상한 값에서 유도하는 방

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XH의 상위 2-비트는 상한 결

정에 사용하며, 나머지 6비트를 사용하여, 1 상한에 대

한 64개의 계수 값만 저장하도록 하여 ROM 테이블의 

면적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연산 

x가 속한 상한

(x의 상위 2-비트로 판단)
(0x<1)

결과 값

(x’: 1 상한  값)
(0x’<1/4)

sin(2πx)

1 sin(2πx’)

2 cos(2πx’)

3 -sin(2πx’)

4 -cos(2πx’)

cos(2πx)

1 cos(2πx’)

2 -sin(2πx’)

3 -cos(2πx’)

4 sin(2πx’)

표 2. sin(2πx)과 cos(2πx) 계산 

Table. 2 Calculation of sin(2πx) and cos(2πx) 

6 가지 연산별로 C0, C1, C2 계수 값의 범위가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Maple 소프트웨어를 통해 얻은 6가지 연

산의 최대, 최소 값을 바탕으로 3가지 계수를 분석하여 

동일 ROM 크기를 사용하도록, C0 계수의 경우 29-비트 

(3.26 2의 보수 형식: 부호 1-비트, 2-비트 정수 비트, 26-
비트 소수 비트), C1 계수의 경우 20-비트(4.16 형식). C2

의 경우 14-비트(6.8 형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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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동 소수점 특수목적 연산회로의 

하드웨어 설계

본 연구의 FP-SFU가 내장될 멀티쓰레드 구조의 그

래픽 프로세서는 최소 8개의 쓰레드가 병렬로 수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1. 파이프라인 구조  

FP-SFU 회로는 표 3과 같이 5단 연산 파이프라인 구

조(EX1 ～EX5)로 구현되었으며, 부호 처리부, 지수 처

리부, 소수 처리부가 파이프라인에 단계에 맞추어 처리

된다.  

파이프라인 연산 

EX1

•일부 연산의 범위 조정 처리

•C0, C1, C2 계수 생성

•제곱 연산 및 Booth 리코딩

•sin/cos연산의 상한과 최종 연산 유형 및 

부호 결정

EX2

•캐리 보존 형태 결과의 2차 minimax 근사 

연산 수행

•각 연산에 맞는 지수 값 결정

•특별 처리 필요한 지수 조건 감지

EX3
•캐리 전달 덧셈 수행 

•log  연산의 경우 지수부  덧셈 

EX4
•sin/cos 함수에 대한 정규화

•함수에 대한 정규화 

•연산별 지수부 결과 값 계산 

EX5
•특별 처리 조건에 대한 포화 연산 결과 값 

생성 

•부동 소수점 형식에 맞는 출력 생성 

표 3. 파이프라인별 주요 동작 

Table. 3 Operations per pipeline stage 

4.2. 하드웨어 설계

첫 번째 파이프라인 단계는 그림 4와 같이 먼저 6가
지 연산에 맞게 XH와 XL 필드를 결정해서, 6쌍으로 구

성된 ROM 계수 테이블에서 연산에 대한 C0, C1, C2 계
수 값을 생성하고, sin(2πx)와 cos(2πx)함수의 부호와 

최종 연산 형식을 결정한다. 또한 절단된 곱셈기 기법

을 사용하는 제곱 연산기를 통해 
을  구한다. 단, 제

곱 연산기는 캐리 보존 형태의 결과를 생성하고, 이 값

을 CS-to-SD 리코더[11]를 사용하여 수정된 Booth 곱

셈에 필요한 승수 리코딩 형태로 변환한다. 

그림 4. EX1 파이프라인의 하드웨어 구조 

Fig. 4 Hardware for EX1 pipeline 

EX2 단계의 주요 기능은 최대최소 알고리듬에 따라 

   
을 계산하는 부분이다. 단, 연산 

시간이 길기 때문에  4-to-2 compressor 회로를 사용하

여  캐리 보존 형태 결과를 생성한다. Booth 리코딩에 

의해 생성된 부분곱의 누적 과정에 부호 확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분곱의 상위부에 상수 ‘1’의 세심한 배치

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참고 문헌[11-12]에서 사용

한 원리를 적용하였다. 그림 5는 부호 확장 문제를 해결

한 부분곱 배치 형태를 나타낸다. 단, sin/cos(2πx) 등의 

연산의 경우 0보다 작은 값이 생성되므로 정규화 동작

이 필요한데, 정규화 과정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3.41)형식을 갖는다.
 

그림 5. 부호 확장을 제거한 부분곱 배치 

Fig. 5 Partial products arrangement to eliminate sign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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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단계의 경우 EX-2 단계에서 생성한 캐리 보존 

결과를 캐리선택 덧셈기를 사용하여 더하는 동작을 수

행함과 동시에 log2(x) 연산에 대한 처리 작업을 한다. 
부동 소수점 데이터에 대한 log 연산은 식(4)와 같이 계

산될 수 있다. 소수부의 결과는 항상 1 미만의 소수 값

을 갖는 반면 지수부 값이 정수 값이 되는데, 지수 값(a)
이 양수인 경우 2개의 값의 결합시켜 결과를 구하게 되

지만, 지수부가 음수인 경우 부호-크기 형식의 소수부 

형식을 만들기 위해, (a-1)의 절대 값과 소수부 값의 1의 

보수 값을 결합시켜 결과를 얻는다. 원래는 (a-1)의 절

대 값과 소수부의 2의 보수 값을 더해 결과를 얻어야 하

지만, 오차가 크지 않으므로 1의 보수를 취해 연산을 덧

셈 없이 정수부와 소수부를 연결시켜 결과를 얻는 구조

로 단순화시켰다.

  log    log 
  log 
≈
  if ≥
  if  여기서   log 

     (4)

그림 6은 단계 3의 간략화 된 하드웨어 구조를 나타

낸다. 

그림 6. EX-3 파이프라인의 하드웨어 구조  

Fig. 6 Hardware structure of EX-3 pipeline

EX-4 단계의 주된 연산은 정규화 동작과 최종 지수

부 계산 동작이다. sin(2πx)와 cos(2πx) 함수와 log 

만 상위 첫 번째 0을 감지하는 동작을 통해 복잡한 정규

화 동작이 필요하고, 나머지 연산은 최대 1-비트 좌․우

측 이동 동작으로 정규화가 가능하며, 정규화 결과에 

따라 지수 값을 보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수부와 소수

부에 대해 상위부에서 첫 번째 1의 위치를 감지하는 

LOD(leading one detector)를 사용하여 생성한 이동 거

리 정보는 정규화 동작과 함께 log  연산과 삼각함수 

연산에 대한 지수 값 생성에 사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의 경우 전용 하드웨어로 지수 값을 생성한다. 그
림 7은 EX-4 단계에 대한 구조를 나타낸다. EX-5 단계

는 6개 연산에 대해 특별한 조건, 예를 들면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1.0 혹은 0.0을 감지하여, 연산에 맞는 특별

한 결과와 포화 연산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동작과 

함께 IEEE-754 형식에 맞는 출력 형식으로 변환한 결과

를 최종적으로 출력한다. 6개 연산의 결과의 부호는 간

단한 회로로 생성된다.  

그림 7. EX-4 파이프라인의 정규화 동작

Fig. 7 Normalization operation of EX-4 pipeline 

Ⅴ. 설계 검증 및 성능 분석 

설계된 부동 소수점 특수목적 연산회로를 검증하기 

위해 C++ 언어를 사용하여 전체 회로에 대한  기능 모

델을 만들어 테스트 벡터와 예상 검증 결과를 생성하

였다. 기능 모델에서 얻어진 값은 Verilog HDL로 설계

한 회로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를 통해 올바른 회로 

설계 검증에 활용되었다. 그림 8은 Modelsim 시뮬레이

터를 사용한 log 연산에 대한 검증파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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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im 시뮬레이션 결과와 기능 검증 모델과 비교하

여, 모든 경우 설계사양에서 정한 2 ulp 범위의 오차 조

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8. log 에 대한 modelsim 검증 파형 

Fig. 8 Modelsim simulation waveform for log 

설계 공정   65nm 표준 셀 

파이프라인 단계 수 5

데이터 형식 32-비트 IEEE FP 단정도 형식

지원하는 연산 


, 


, log ,  ,

sin, cos
FP-AU에서 

전처리가 필요연산 
sin, cos, 

근사 알고리즘 2차 최대최소(minimax) 방식 

계수 생성에

사용한 소프트웨어

maple 소프트웨어 

(version 14)

허용 오차  2 ulp 

게이트 수 약 23,300

동작 주파수 400 MHz

최대 연산 성능 400 MFLOPS

표 4. 전기적 특성

Table. 4 Electric characteristics  

설계과정에 하드웨어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수

부의 하드웨어 크기를 41-비트로 제한하였는데, 그 결과 

정규화 과정이 필요한 log , sin, cos에서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설계된 회로는 Modelsim 
검증을 마친 후, 65nm CMOS 표준 셀 라이브러리와 

Synopsys DC(Design compil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합성한 결과 약 23,300 개의 게이트로 구성되며, 최장 

전달 지연 시간은 약 2.3-ns로, 최대 동작 주파수는 약 

400 MHz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설계된 회로에 대

한 레이아웃은 멀티쓰레드 프로세서 설계 이후에 진행 

예정이며, 차후 레이아웃 전후의 지연시간과 칩 면적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표 4는 설계된 FP-SFU의 전기

적 특성을 나타낸다. 설계한 특수 목적 연산회로는 2 ulp
이하의 정밀도와 파이프라인 구조로 약 400 MFLOPS
의 성능을 갖고 있으므로 3차원 그래픽 프로세서에 적

용 가능하다.

Ⅵ. 결 론  

설계한 FP-SFU 회로는 3차원 그래픽 프로세서의 설

계 사양에 맞추어 가장 빈도가 높은 6 가지 초월함수 연

산을 지원한다. 2 ulp의 최대 허용 오차와 2차 최대최소 

근사다항식을 사용하는 5단 파이프라인 구조를 통해 높

은 정밀도와 높은 동작 속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오버

플로우와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 포화 연산 처리

를 하여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요구되는 중단이 없는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설계된 회로는 65nm CMOS 표
준 셀 공정 조건에서 약 23,300 개의 게이트로 구성되

며, 400 MHz의 동작 주파수로 최대 400 MFLOPS의 연

산 성능을 갖고 있어서, 3차원 모바일 그래픽 회로와 멀

티미디어 프로세서 분야에 하드웨어 IP로 활용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로 구조가 융통성이  있어서 

새로운 초월 함수의 추가가 용이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2년도 동의대학교 교내 학술 연

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회로 설

계에 IDEC에서  지원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였습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8 : 1891~1898, August. 2013

1898

REFERENCES

[ 1 ] Jeong-Ho Woo, Ju-Ho Sohn, Byeong-Gyu Nam, and 
Hoi-Hun Yoo, Mobile 3D Graphics Soc : From Algorithm 
to Chip, John Wiley & Sons, 2010.  

[ 2 ] Chang-Hyo Yu, Kyusik Chung, Donghyun Kim, Lee-Sup 
Kim, “An Energy-Efficient Mobile Vertex Processor With 
Multithread Expanded VLIW Architecture and Vertex 
Caches”, IEEE Journal of solid state circuits, vol. 42, no. 
10, pp.2256-2269. oct. 2007. 

[ 3 ] Jean-Michel Muller, Elementary Functions: Algorithms 
and Implementation, Birkhauser Press, 1997.  

[ 4 ] H. C. Shin, J. A. Lee, and L. S. Kim, “ A Minimized 
Hardware Architecture of fast Phong Shader Using Taylor 
Series Approximation in 3D Graphics,” Proc. Int’l Conf. 
Computer Design, pp.286-291, 1998. 

[ 5 ] Ping Tak Peter Tang, “Table-Driven Implementation of the 
logarithm  function in IEEE Floating-Point Arithmetic,” 
ACM Transactions on Mathematics Software, vol. 4, no. 
16, pp.378-400, Dec. 1990. 

[ 6 ] Stuart F. Oberman and Michael Y. Siu, “A High 
Performance Area Efficient Multifunction Interpolator”, 

IEEE 11th Symposium on Computer Arithmetic, pp.272-279,  
2005.

[ 7 ] IEEE, ANSI/IEEE Standard 754-1985: IEEE Standard for 
Binary Floating-Point Arithmetic, IEEE Press, 1985. 

[ 8 ] K. C. Ng, “Argument Reduction for Huge Arguments : 
Good to the last Bit,” SunPro, July 13, 1992. 

[ 9 ] Jose-Alejandro Pineiro, Stuart F. Oberman, Jean-Michel 
Muller, and Javier D. Bruguera, “High-Speed Function 
Approximation Using a Minimax Quadratic Interpolator,” 
IEEE Transaction on Computer, vol.54, no.3, pp.304-318, 
Mar. 2005.

[10]  Waterloo Maple Inc., Maple 14 Programming Guide, 2010.
[11] S. M. Quek and Larry Hu, “Apparatus for Determining 

Booth Recoder Input Controls Signals”, US patent,     
5,280,439, Jan. 18, 1994.

[12] Michael J. Schulte and Earl E. Swartzlander, Jr, “Hardware 
Design for Exactly Rounded Elementary functions,” IEEE 
Transaction on Computer, vol.43, no.8, pp.964-973, Aug. 
1994.

[13] M. Roorda, "Method to reduce the sign bit extension in a 
multiplier that uses the modified booth algorithm, 
“Electronics letters, vol.22, no.20, pp.1061-1062, 1986.

최병윤(Byeong-Yoon Choi)

1985년 2월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7년 2월 : 연세대학교 공학석사 
1992년 8월 : 연세대학교  공학 박사
1993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VLIW 프로세서 설계,  RISC 설계, 정보 통신 알고리즘의 SoC 설계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Remo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