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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용 알고리즘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연산 회로를 설계하였다. 3단 파이프라

인 구조로 동작하는 연산회로는 4개의 16-비트× 16-비트 곱셈기의 효율적인  구성, 캐리 보존 형식  데이터에 대한 새

로운 부호 확장 기법과  다수 개의 부분 곱셈 결과의 통합과정에  부호 확장을 제거하는 교정 상수 기법을 사용하여 

복소수 데이터와 가변 길이 고정 소수점 데이터에 대한 38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설계한 프로세서는 45nm 
CMOS 공정에서 최대 동작 속도는 300 MHz이며 약 37,000 게이트로 구성되며 300 MCOPS의 연산 성능을 갖는다. 
연산 프로세서는 높은  연산 속도와  응용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연산 지원으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에 효율적으로 

응용 가능하다.   

ABSTRACT 

In this paper, a high-performance arithmetic unit which can efficiently accelerate a number of algorithms for 
multimedia application was designed. The 3-stage pipelined arithmetic unit can execute 38 operations for complex  and 
fixed-point data by using efficient configuration for four 16-bit by 16-bit multipliers, new sign extension method for 
carry-save data, and correction constant scheme to eliminate sign-extension in compression operation of multiple 
partial multiplication results. The arithmetic unit has about 300-MHz operating frequency and about 37,000 gates on 
45nm CMOS technology and its estimated performance is 300 MCOPS(Million Complex Operations Per Second). 
Because the arithmetic unit has high processing rate and supports a number of operations dedicated to various 
applications, it can be efficiently applicable to multimedia processors.

키워드 : 연산회로,  복소수 데이터,  새로운 부호 확장 기법, 가변길이 데이터    

Key word : arithmetic unit, complex data,  new sign extension scheme, variable-lengt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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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신호 처리, 컴퓨터 비전, 디지털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는 복잡한 신호 처리 동작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필요로 한다[1,2].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려면 범용 연산 기능과 함께 응용 분야

에 특화된  복소수 데이터 처리와 서브워드(subword) 
데이터의   벡터 처리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건과 적

은 면적을 만족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는 연산의 유

형에 따라 재구성 가능한 구조 또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RISC) 혹은 very long instruction word 
(VLIW) 등의 범용 프로세서와 고정 소수점과 복소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연산 회로

로 구성된  프로그램 가능한 프로세서 구조로 나누어

진다[3].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의  핵심 연산인 가변 크기 데

이터에 대한  곱셈을 지원하는 기존 연산회로는 큰 크

기의 곱셈기(예: 32-비트 * 32-비트 곱셈기)를  구성한 

후 데이터 크기와 연산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제어신호

가 생성되어 원하는 크기의 곱셈 결과를 생성하도록 내

부를 분할하고, 중간 곱셈 결과를 다시 결합하는 구조

이다[4-6].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크기의 곱셈을 처리하

려면 내부 분할,  배선 제어, 부분 곱 생성과  부호 확장 

처리가 복잡하므로 확장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산회로는 4개의 16-비트× 

16-비트 부호/무부호 곱셈기를 사용하여  캐리 보존 형

식(carry-save form)의 중간 결과를 생성한 후, 연산 유

형과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4개의 곱셈 결과를 가중치

에 따라 적절히 스케일링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원하

는 크기의 곱셈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방식의 

복잡한 배선과 확장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또한 캐리 

보존 형식의 곱셈 중간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부호 확장 

비트 생성 방안과 중간 단계의 여러 개의 곱셈 결과를 

통합하는 과정에 부호 확장을 제거하는 교정 상수 기법

을 사용하여 빠른 동작과 면적 최적화가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가변 크기 데이터에 대

한 MAC 연산의 병렬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3 장에서

는 멀티미디어용 연산회로의 하드웨어 설계를 기술하

였으며, 4장에서는 설계 검증 및 성능 분석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가변 크기 데이터에 대한 MAC 연산의 병렬 

하드웨어 구현 방안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분야의 핵심 연산은 다양한 크

기의 데이터에 대한 곱셈과 multiply-and-accumulate 
(MAC) 연산이다. 그림 1은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에 대

한 3가지 유형의 병렬 곱셈을 나타낸다. 

     (a)            (b)                  (c)

Fig. 1 Three types of parallel multiplications (a) two 16-bit 
* 16-bit multiplications (b) two 32-bit * 16-bit multiplications 
(c) a 32-bit * 32-bit multiplication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에 대해 병렬 곱셈과 MAC 연
산을 하드웨어를 공유하며 구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

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분할 가능 곱셈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다[5,6]. 곱셈 연산의 병렬 처리 구조 특성을 활용하여 

최대 크기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추

고, 연산의 유형과 데이터 크기에 따라 내부를 적절히 

분할해서 원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방안이다. 그림 2는 

16-b×16-b 곱셈기 하드웨어를 2개의 8-b×8-b 곱셈기 혹

은 1개의 16-b×16-b 곱셈기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에서 검정색 원은 부분곱의 0 
또는 1인 하나의 비트를 나타내고, 흰색원은 0을, n으로 

둘러싸인 흰색원은 부분곱의 2의 보수 구현 시 1의 보

수에 더해지는 1을 나타내며, e로 둘러싸인 흰색원은 

부분곱의 부호 확장을 나타낸다. 이 방안은 연산의 종

류에 따라 입력 비트의 위치 조정, 부분곱 생성 회로의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연산에 따라 복잡한 배선 제어

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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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Two configurations of 16-bit×16-bit partitioned multi- 
plier (a) two 8-bit multipliers (b) a 16-bit multiplier

두 번째 방안은 작은 크기의 다수 개의 곱셈을 병렬

로 생성한 후, 중간 결과를 가중치(weight)에 따라 스케

일링(scaling)하고 부호 확장하여 더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병렬 곱셈-병합(parallel multiply and scaled 
merge) 방식이다. 그림 3은 16-비트 곱셈기를 병렬로 생

성한 후 중간 결과를 적절한 비트 수 만큼 스케일링하

여 2개의 16-비트 곱셈 혹은 1개의 32-비트 곱셈을 구현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이 방식은 분할 곱셈 방식에 비

해 제어가 단순하고 확장이 용이하다. 단, 이 방식을 직

접적으로 구현하는 기존 방식[4]는 작은 크기의  곱셈에

서 캐리 보존 형식이 아닌 완전한(non-redundant) 형태

의 중간 곱셈 값을 구한 후 덧셈을 수행하므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 향상

을 위해  캐리 보존 형식의 중간 곱셈 결과를 생성 후 더

하는 방안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캐리 보존 형식 중간 

결과에 대한 부호 확장 처리가 필요하다.    

        (a)                         (b)

Fig. 3 Parallel multiplication and scaled merge scheme 
using 16-bit×16-bit multipliers (a) two 16-bit multipliers 
(b) a 32-bit multiplier

Ⅲ. 멀티미디어용 고속 연산 회로 설계  

연산 회로의 설계 사양과 병렬 곱셈-병합 방식에 기

반을 둔 연산 회로의 핵심 설계 기법을 기술한다.  

3.1. 설계 사양  

첫째,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분야에서 핵심 연산인 

MAC과 곱셈 연산을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에 대해 고

속으로 처리한다. 입력값으로 0 또는 1을 사용하여 덧

셈 기능도 일부 지원한다. 둘째, 부호 및 무부호 16비트

×16비트 곱셈기를 4개를 준비하고, 이를 조합하여 다양

한 크기의 곱셈 결과와 다수 개의 작은 크기의 곱셈을 

병렬로 계산하는 벡터 처리를 지원한다. 셋째, 멀티미

디어 연산 시 오버플로와 언더플로 발생 시 중단이 없

는 실시간 처리를 위해 포화 연산과 반올림 연산을 지

원한다. 넷째, Fast Fourier Transform(FFT) 등의 응용을 

위해  복소수 곱셈과 관련 연산도 지원한다. 다섯째, 3
개의 64-비트의 입력을 받아서 3단 파이프라인 구조로 

연산을 처리한다.  

3.2 지원하는 연산  

   그림 4는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연산 코드 형식을 

나타내며, 표 1은 5가지 형식으로 구분된 38개의 연산

을 나타낸다.  

Fig. 4 Format of operation code 

Table. 1 Subset of operations

type arithmetic type number of operations 
010 Complex_MAC 14 
011 High_Prec_MAC 12
100 Single_Prec_MAC 4 
101 Vector_Half_Word MAC 6 
111 I_SAD 2 

3.3. 16비트×16비트 부호/무부호 곱셈기를 사용한 MAC 

구현 방안 

본 연산 회로는 4개의 16비트×16비트 부호/무부호 

곱셈기의 결과를 적절하게 병합하여 다양한 크기의 다

수 개의 MAC을 구현한다. 그림 3의 32-b × 32-b 곱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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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lock diagram of 32-bit multi)plier using four signed/unsigned  16-bit multiplier 

구현하기 위해 4개의 16-b × 16-b 부호 및 무부호 곱셈

을 필요로 한다. 단, 32-비트 데이터가 부호화된 데이터

라도 세부 16-비트 데이터는 상․하 위치에 따라 무부호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UU_MUL_16은 승

수와 피승수가 모두 무부호 데이터인 16-비트 곱셈을 

나타내고, SU_MUL_16은 승수가 부호화 데이터이고, 
피승수는 무부호 데이터인 16-비트 곱셈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모듈인  16-비트 곱셈 회로는 기

존의 곱셈기와 달리 승수와 피승수가 모두  무부호와 

부호화 데이터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입력에 부호 제어

가 필요한 범용 곱셈기가 필요하다[7]. 그림 5는 4개의 

16-비트 범용 곱셈기를 사용한 32-b × 32-b 곱셈기의 단

순화한 구조를 나타낸다. 각 곱셈기(MUL_16)는 빠른 

연산 속도와 다음 단계의 중간 곱셈 데이터의 부호 확

장 처리를 위해 33-비트 캐리 보존 형식의 결과와  부호 

비트(MUL_sign)를 함께 출력한다.  

3.4. 캐리 보존 형식 결과에 대한 부호 확장 기법  

그림 5의 곱셈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캐리-보
존 형식의 곱셈 결과에 대한 부호 확장 처리이다. 일반

적인 부호화 데이터의 경우 부호 비트의 단순한 반복 

확장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데[8-10], 캐리-보존 형식의 

데이터의 경우 부호 비트를 결정하려면 하위 비트 순차

적인 덧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단, 곱셈의 경우 결과 출력 부호(MUL_sign)를 입력 

데이터의 부호와 곱셈 연산 종류로 바로 결정할 수 있

으므로, 캐리 보존 형식 출력의 부호 비트(최대 결과 범

위보다 1-비트 상위 비트, 즉, 무부호 16-비트 곱셈의 기

준 33-번째 비트), CV[n-1], SV[n-1]과 출력 부호(MUL 

_sign) 값을 사용하여,  캐리 보존 형식 곱셈 결과에 대

한 부호 확장 비트를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6
은 곱셈 연산 종류와 입력의 부호 비트로 곱셈 결과 부

호(MUL_sign)가 양수인 조건에서 캐리 보존 형식의 최

상위 부호 비트 위치 값(CV[n-1], SV[n-1])이 {1, 1}인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캐리 보존 데이터의 하위 

비트 위치의 덧셈에서 발생하는 캐리, C_T는 MUL_ 
sign= 0(양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0이 되어야 한다

(MUL_sign=CV[n-1]⊕, SV[n-1] ⊕ C_T). 이러한 경우 

올바른 부호 값(MUL_sign=0)의 확장을 위해, 캐리 보

존 형식의 상위부가 {1, 0} 혹은 {0, 1}의 값이 반복되는 

형태로 상위 비트 방향으로 확장된다. 즉, 이러한 조건

의 경우 비트 (n-1) 위치에서 CV[n-1]와 SV[n-1], C_T 
덧셈에서 발생한 캐리는 계속 상위 비트에 캐리를 발생

시켜, 캐리 보존 결과를 더한 곱셈 결과에 대해 양의 부

호 0의 부호 확장 결과를 등가로 만들 수 있다. 유사한 

방식을  출력 부호(MUL_sign)와 캐리 보존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의 모든 조건에 적용하면, 부호 확장 비트

는 식(1)과 같다. 여기서, n-1은 부호 비트 위치, n은 새

로운 부호 확장 비트 위치를 나타낸다.

MUL_SV[n] = MUL_sign +
     MUL_sign’∙(MUL_CV[n-1]+MUL_SV[n-1])
MUL_CV[n] =MUL_sign ∙

(MUL_CV[n-1]∙MUL_SV[n-1])    (1)

식(1)에서 생성된 곱셈기의 캐리 보존 형식에 대한 

부호 확장 비트 {MUL_CV[n], MUL_SV[n]}은 1-비트 

쌍으로 유지되며 본 연구의 여러 가지 곱셈기의 통합 

과정에 부호 확장 비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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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gn-extension bit generation for carry-save form

3.5. 복소수 데이터에 대한 연산 

복소수 곱셈 연산은 그림 7과 같이 16-비트인 허수부

와 실수부에 대해 각각 2개의 16-비트 곱셈과 덧셈 혹은 

뺄셈의 조합으로 구현된다. 단, 누적 연산의 경우 64-비
트 입력 레지스터의 상위 32-비트와 하위 32-비트와 더

한 후, 포화(saturation) 연산 처리를 한 후 최종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한 기존 연산을 약간 변형해서 공액

(conjugate) 값도 계산한다. 

 

Fig. 7 Structure of complex multiply operation 

3.6. compressor 단계에서 부호 확장 제거 기법 

본 연산 회로는 38가지의 다양한 연산을 지원하므로 

16-비트 곱셈 결과를 적절히 마스킹하고 가중치로 스케

일링 처리를 하여, 다수개의 중간 곱셈 결과를 더하거

나 빼게 되는데, 이때 캐리 보존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 2
의 보수 처리와 부호 확장을 통한 통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10]에서 제안된 방식을 변형해서 

다수 개의 캐리 보존된 곱셈 결과를 부호 확장하여 더

하는데 적용하였다. A4가 부호 비트인 경우 식(2)이 성

립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부호 비트를 확

장하는 대신에 부호 비트 위치에서부터 1을 확장하고 

기존 부호의 반전 비트((A4)’)를 더한다.  

A4 A4 A4 A4 =  ( 1 1 1 1 + (A4)’) mod 16       (2)

그림 8은 32-b × 16-b 곱셈기에 적용한 기법을 나타

낸다(①). S는 3.4절에서 제시한 캐리 보존 형식에 대한 

새로운 부호 확장 비트로, 식(2)에 따라 기존 부호 확장 

비트를 1의 연속된 비트 값과 부호 비트의 반전을 만든

다(②). 부호 비트 위치의 2개의 1의 값을 더하면 캐리

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상위의 1의 비트 열을 1개로 단

순화시킨다(③). 

Fig. 8 Sign extension and correction constant generation 
scheme in 32-b ×16-b multiply operation 

최대 결과 범위(무부호 곱셈의 경우 결과 부호 포함: 
49-비트)를 초과하는 비트 위치 값은 저장할 필요가 없

다. 마지막으로 2개의 1의 비트열을 더할 경우 상위부

의 1은 제거되고 16-비트의 연속된 1이 남게 되는데, 이 

값을 교정 상수(correction constant)로 명명하였다(④). 
이 교정상수 값은  곱셈 연산과 중간 결과의 스케일링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이 생성되는데, 곱셈 결과의 누적 

덧셈 과정에  보정용 덧셈 항으로 더해져 부호 확장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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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lock diagram for datapath of  high performance arithmetic unit 

3.7. 고성능 연산 회로의 하드웨어 설계 

설계한 연산 회로는 38가지 연산을 지원하고 높은 

동작 속도를 위해 3단 파이프라인 구조로 구성된다. 그
림 9는 전체 연산 회로의 구조를 나타낸다. 단 두 개의 

64-비트 데이터를 8-비트 단위로 뺄셈을 한 후 그 값의 

절대치를 구하는 SAD 연산은 별도의 SAD_unit 하드

웨어에서 구현하고, 누적합 연산은 기존 연산회로 단

계 2의 compressor하드웨어를 활용한다. 연산을 정의하

는  OPcode는 제어 회로의 파이프라인 단계를 지나가

면서 적절한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연산 회로 데이터패

스를 제어한다. ID 단계는 제어용 RISC 프로세서의 명

령어 디코드 단계에 통합된다. 

Fig. 9 Block diagram of pipelined arithmetic unit 

그림 10은 연산 회로의 데이터패스를 나타낸다. 연산

회로의 핵심 연산은 누적 기능을 갖는 1개의 32b × 32b 
MAC, 2개의 32-b × 16-b MAC/16-b 복소수 MAC, 2개
의 16-b × 16-b MAC 동작 등이다. 파이프라인 단계 2
에서 캐리 보존 곱셈 결과에 대한 누적 덧셈 결과 과정

에 반올림을 반영한 최종 캐리 보존 형식의 출력을 생

성한다. 단, 하드웨어 공유를 위해 32-b × 32-b 곱셈의 

경우 compressor 단계에서 먼저 2개의 32-b × 16-b 곱셈 

결과에 대한 누적 합을 중간 결과로 구한 후, 중간 값을 

스케일링한 후 더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파이프라인 

단계 3에서 포화 연산 기능을 갖는 덧셈을 하여 64-비트 

결과 혹은 2개의 32-비트 결과를 생성한다. 32b × 16b 
MAC의 경우 하위 16-비트에서 반올림을 하고, 16-비트 

우측 스케일링으로 32-비트 결과를 생성한다. 

Ⅳ. 설계 검증 및 성능 분석      

설계한 연산 회로에 대한 검증을 단순화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Verilog-2001 HDL로 모델링하였다. 논
리 합성을 위해  기능 수준으로 모델링함과 동시에 38
개의 연산에 대해 곱셈 연산자(*), 덧셈 연산자(+)와 시

프트 연산자(<<,<<<) 등을 조합하여 동작 수준의 시뮬

레이션 모델을 별도로 작성하여, 검증 과정에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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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일치하는 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은 1-비트 스케일링(<<1)을 포함한 복소수 

곱셈에 대한 Modelsim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설계한 

연산 회로는 45nm CMOS 표준셀 공정에서 Synopsys 
합성툴로 합성한 결과 약 300 MHz 동작 주파수와 약 

37,000 게이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산 회로는 캐리 보존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부호 

확장 비트 생성과 여러 개의 캐리 보존 곱셈 결과에 대

한 덧셈 과정에 교정 상수를 통한 효율적인 부호 확장 

제거 방안을 사용하여 면적을 최소화하고 동작 속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에 의한 예외 

처리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포화 연산을 지원하며, 정
밀도 향상을 위해 반올림 연산 기능을  지원한다. 현재 

설계된 연산 회로는 벤처 회사에 제공되어 반도체 
Intellectual Property(IP)로 사용되고 있다. 표 2는 설계

한 연산회로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다. 설계한 연산 회로

는 38개의 연산을 지원하며, 45nm 공정 조건에서 초당 

약 3억 개의 복소수 연산(300 MCOPS) 혹은 병렬 처리

로 초당 6억 개의 16-b ×16-b 와 32-b× 16-b 곱셈  연산

이 가능하므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분야에 

효율적으로 응용 가능하다. 설계한 회로는 n-비트 곱셈

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먼저 작은 크기(r-비트)의  수정

된 Booth 구조 배열(array) 곱셈기에서 캐리 보존 형식

의 중간 결과를 생성하고, (n/r)2개의 부분곱을 (3,2) 
CSA 트리로 2개의 중간 결과를 생성한 후, 고속 carry 
lookahead adder(CLA)로 2n-비트 결과를 더하므로,  계
산 복잡도는 O(r/2 + log((n/r)2)/log(3/2) + log 2n)로 표

현된다. 

Fig. 11 Modelsim simulation waveform for complex multiply 
and accumulation(CMAC) operation  

표 3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복소수 연산 프로세서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존 프로세서 혹은 곱셈기와의 특

성을 비교한 결과이다.  참고 문헌[11]의 경우 중간 결과

가 캐리 보존 형식의 결과가 아닌 완전한(non-redundant) 
곱셈 결과를 사용하므로 속도가 느리며 무부호 곱셈에

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약 사항이 있고, 참고 문헌 [6]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의 연산회로는 우수한 

확장성과 효율적인 부호 확장, 다양한 연산 지원으로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arithmetic unit

number of pipeline stage 3
number of operations 38

variable-size 
multiplication scheme

PMSM_CS (parallel multiply and  
scaled merge  scheme with 

carry-save midterm MUL results) 
sign extension scheme

for multi-operand(MUL) 
data

sign-extension elimination using  
correction constant(CR)  

sign extension scheme
for carry-save form 

multiplier data

 sign extension bit generation 
using MUL result sign and 

sign(MSB) bits of carry-save result
time complexity

for n-bit multiplier
(with r-bit smaller MUL)

O(r/2+log((n/r)2)/log(3/2))+log 2n)

number of gates  about 37,000
operating frequency  300 MHz@45nm CMOS process

performance 300 MCOPS(Million Complex 
Operations per Second)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s  

  processors  # of gates
(# of tr./ 4)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 of 
operations

Partition
_blk_MUL

[11]

7,536
(30,144/4)

PMSM_NR* using 
eight 8-b×8-b 

multiplier 

1
(64-b MUL )

Partition_
PMUL[6] -

PAMUL*
using a 64-b×64-b 

multiplier 

3
(64-b,32-b,
16-b MUL)

Proposed 37,000

PMSM_CS* 
scheme using four 

16-b×16-b 
multiplier 

38

*PMSM_CS(parallel multiply and scaled  merge with carry save 
midterm MUL result)  scheme

*PMSM_NR(parallel multiply and scaled  merge with non- 
edundant  midterm MUL result) scheme

**PAMUL(partitioned multiplie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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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설계한 연산 회로는 다양한 크기의  정수 및 복소수  

MAC  연산,  8개의 8-비트 데이터의  뺄셈의 절대치에 

대한 누적합을 구하는 SAD 명령 등 멀티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38개의 연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 가변 크기  데이터 MAC 동작을 3가지 관점에서 

기존 방식을 개선하였다. 첫째 가변 데이터 크기를 지

원하기 위해 4개의 범용 16-b ×16-b 곱셈기를 사용한 

캐리 보존 형식의 중간 결과를 갖는 병렬 곱셈-병합  방

식을 사용하였다. 둘째로 캐리 보존 형식의 곱셈 결과

에 대해 효율적인 1-비트의 쌍으로 구성된 부호 확장 비

트 생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수 개의 캐리 보존 

형식의 곱셈 결과를 스케일링한 후 병합하는 연산 과정

에 교정 상수를 통한 부호 확장 제거 방안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요구되는  포화 연산

과  반올림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설계한 회로는 45nm 
CMOS 표준 셀 공정 조건에서 약 37,000 개의 게이트로 

구성되며, 3단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2개의  32-b× 16-b 
MAC/ 16-b × 16-b MAC  혹은 1개의 32-b × 32-b MAC 
혹은 1개의 복소수 곱셈 연산을 지원할 수 있어서, 최대  

300 MCOPS의 연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설계된 고성

능 연산 회로는 멀티미디어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연산 

명령을 내장하고 있어서 반도체  IP로 멀티미디어 프로

세서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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