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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 봄 자일링스는 새로운 지금까지 나온 FPGA 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출시 하였습니다.   

자일링스는 이 제품의 이름을 Zynq(‘징크’라고 읽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징크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대표적인 특징을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징크의 특징 

징크는 ARM Processor 인 CortexA9 과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자주 주변장치들을 

하드코어로 구성한 블록과 자일링스 최신 FPGA 인 Artix, Kintex 에서 사용하는 로직 

블록을 하나의 칩으로 구성한 제품 입니다. 

따라서 징크는 기존에 FPGA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면서도 ASSP 와 

같은 제품이 제공하는 고성능의 프로세싱 능력과 저전력 및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 합니다. 

징크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utomotive 

 Broadcast camera 

 Industrial motor control 

 IP and Smart camera 

 LTE radio and baseband 

 Medical diagnostics and imaging 

 Multifunction printer 

 Video and night vision  

징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프로세서 블록과 로직 블록의 결합을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징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일링스와 자일링스 파트너에서는 많은 IP 와 OS 용 BSP 및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부팅할 때 항상 프로세서 블록이 먼저 부팅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프로세서가 로직 블록을 컨피규레이션 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세서 블록은 로직 블록의 일부분 만을 다시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직의 일부분 만을 컨피규레이션 하는 기능을 partial reconfiguration 

이라고 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운용 환경에 따라 저전력 모드용 로직 블록을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artial Reconfiguration 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징크가 출시되게 된 배경 

현재 전세계 임베디드 시장의 규모는 모두 $12.7B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터 우주 항공까지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다양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임베디드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적인 스펙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기술적인 스펙을  맞춘다” 라는 것이 말이 쉽지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이런 스펙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스펙을 이해하고 스펙에 맞는 블록도를 그리게 되면 아마도 “하나의” 프로세서 또는 

“하나의” ASIC 또는 “하나의” FPGA 로 이런 스펙을 커버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늘 부족 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운 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징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2.2.1 늘 부족한 프로세싱 능력  

프로세서는 명령어 순서에 맞게 동작하는 하나의 강력한 스테이트 머신 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한 순간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사용해 출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프로세서의 성능은 상당히 떨어 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126Tap 짜리 필터를 1Ghz 프로세서가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능은 8MSPS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프로세서는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데는 비교적 좋은 디바이스이기는 하지만 단순 무식한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요즘 임베디드 시스템을 보면 프로세서와 ASIC 또는 프로세서와 FPGA  와 같이 

2 가지 이상의 디바이스를 조합함으로써 기술적인 스펙을 맞추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FPGA 에서 같은 TAP 수를 가지는 filter 를 구현해도 모두 256 개의 MAC 

(Multiplier and ADD)를 사용해 구현하기 때문에 250Mhz 클럭에서 운용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250MSPS 의 성능을 가지게 되는 것 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은 주어진 기능을 

최소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의 조합으로 값싸게, 신뢰성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커피 자판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High Performance”는 늘 고민 거리가 



됩니다. 프로세서를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High 

Performance” 측면에서 순차실행 보다는 병렬 실행이 좋죠. 요즘 왠만한 32 비트 

프로세서는 약간의 병렬 실행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High Performance”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세서로는 부족하고 프로세서 옆에 조그만 ASSP 나 FPGA 를 추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2.2 가격, 공간, 파워가 문제를 가지는 두 개의 디바이스 

프로세서 옆에 FPGA 가 추가되면 PCB 의 크기가 커질 뿐 아니라 FPGA 에 따라 붙는 

여러 전원 조건 및 컨피규레이션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추가로 여러 부품들이 

추가되어 조립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곧 비용이 됩니다. 또한 다음 그림과 같이 

디바이스간에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지게 되면 IO 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서로는 실시간 스펙을 만족 시키기 어려워 프로세서 옆에 ASSP 나 

FPGA 를 같이 사용했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2.2.3 유연성이 부족한 ASIC 

그 대안으로 Custom Asic 을 만들 수 있습니다. ASIC 이라는 것이 일단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가격과 크기 및 전력면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Asic 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의 



패키지에 추가해야 하는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Asic 의 공정은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Asic 공정이 65nm 이하가 되면 Asic 을 하는 비용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과 Asic 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고려해보면 Asic 으로 만족할 만한 커버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 시장도 제한되기 마련 입니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ASSP (여기서 프로세서를 의미 합니다.), ASIC, 2 Chip 

Solution 은 그 장단점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즉 가격, 성능, 전력과 확장성, 유연성은 

서로 반비례 하고 있습니다. 

 

2.3 징크의 장점 

징크가 처음 출시 되었을 때 명칭은 “First Extensible Processing Platform Family”  

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번역하면 “확장 가능한 첫 번째 프로세싱 플랫폼 패밀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크의 이런 장점은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4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2.3.1 설계변경이 쉽다. Flexibilty 

징크는 설계변경이 매우 심한 현재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환경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3.2 확장성, scability 

확장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꼭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문장 입니다. 징크에서 확장 가능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원래 프로세서는 입출력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DSP 

프로세서는 내부에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트 블록이 있어서 영상처리 같은 것을 

개발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메모리 콘트롤러는 몇 개, DMA 몇 개, 

UART 몇 개, GPIO 는 몇 개 등등 어디다 사용할 지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각종 

주변 장치의 개수와 최대 입출력 속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스템의 스펙이 변하더라도 ASSP (여기서는 프로세서를 의미 

합니다.)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그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과 데이터 채널 

수가 늘어 난다면 기존 ASSP 로 실시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순간에 징크는 매우 큰 힘을 발휘 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PS 와 PL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패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PS 와 PL 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1 번 표시된 화살표가 

2 번 표시된 화살표보다 조금 두껍게 설계되었습니다.  결론부터 풀어보자면 1 번은 

64/32 비트 데이터 폭을 가지고 있고요 2 번은 32 비트의 데이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번 표시된 화살표의 두께가 2 번 보다 두꺼운 것은 각각 64 비트, 32 비트 데이터 

폭을 가지기 때문 입니다. 화살표 두께뿐만 아니라 화살표의 방향도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을 누가 마스터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 번 쪽 화살표를 보면 모두 

PL 이 마스터가 되고 2 번 쪽을 보면 2 개는 PL 이 마스터가 되고 2 개는 PS 가 마스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크는 PL 로 하여금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포트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처리하기 힘든 여러 실시간 블록을 PL 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에 구현하는 것이나 2 개의 

디바이스로 분리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 개의 디바이스로 분리된 경우에는 디바이스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PS 와 PL 이 

한적한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데이터 양이 매우 큰 

경우에는 어떻게 버퍼링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징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PL 은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 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S 의 메모리 콘트롤러에 붙어 있는 메모리를 같이 억세스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징크에 연결 할 수 있는 메모리의 최대크기는 1GByte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세서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는 크기 입니다.  

징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PS 와 PL 이 데이터를 교환할 때 AXI 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 입니다. 자일링스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IP 는 

AXI 를 지원 합니다. 또 AXI 라는 것은 ARM 에서 정한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자일링스 이외에도 다른 회사에서 만든 AXI IP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S 과 PL 는 IO 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라우팅 채널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IO 에서 소모되는 많은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속으로 운용되는 디바이스의 전력 중 상당 부분은 IO 에서 소모 됩니다. 

IO 가 아닌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은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2.3.3 저전력, low power 

 “확장 가능하다” 라는 것은 사실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좀더 

쉽게 (다른 말로 적은 비용으로) 좀더 빠르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확장성이라는 것은 현재 설계 스펙으로 만족하지 

않고 추후에 추가될 기능이나 기존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 합니다. 

사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라서 못할 것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고 시간은 곧 비용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Extensible Processing 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징크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징크를 소개할 때 “Processing Platform” 이라고 말할 때 Processing 은 다음 그림 같이 

CortexA9 Dual core 와 각종 주변장치 및 메모리 콘트롤러 및 AXI 스위치를 의미 합니다. 



 

이 징크 디바이스에는 이런 프로세싱 시스템(앞으로 PS 라고 언급 하겠습니다.)이 

하드코어 형태로 내장된 디바이스 입니다. 

현재 ARM 프로세서와 주변장치가 내장된 디바이스는 징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기능도 다양하고 가격도 지극히 저렴한 많은 고성능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바이스들은 한번 설계할 때 필요한 기능을 정하고 ASIC 으로 만들게 되면, 더 

이상의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크는 다릅니다. 징크에는 CortexA9 Processor 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변장치가 뿐 아니라 Programmable Logic(앞으로는 PL 이라고 언급 

하겠습니다.)이 아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확장 

가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PL 을 이용해 PS 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고성능 

필터를 구현하거나 앞으로 추가될 여러 주변장치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영상이 있다고 가정 합니다. 이 영상의 해상도가 

처음에는 프로세서로 처리하기에는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나중에 영상의 채널 

수가 늘어나거나 해상도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 프로세서로는 실시간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징크는 UART 가 2 개 있는데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 UART 를 

추가하거나 현재 징크에는 없는 USB3.0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계 변경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세서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바꾸거나 프로세서 주위에 FPGA 를 가지고 기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 됩니다. 하지만 징크는 현재 PS 를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PL 에 구현할 수 있으며 PS 와 PL 은 AXI 프로토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크에는 리눅스를 비롯해 다양한 OS 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에코 시스템 

(에코 시스템 : 개발자들이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라이브러리, 툴 체인 및 

각종 상용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3.4 파워라인 

PS 와 PL 은 서로 독립적인 파워레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PL 에 전원이 오프 되거나 

컨피규레이션 되어 있지 않더라도 프로세서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PS 와 PL 에서 필요로 하는 파워 종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PS 에 

연결하는 전원들은 PL 에 연결하는 전원과는 확실히 구별 됩니다.   

 

파워레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징크에게 몇 가지 장점을 제공 합니다. 일단 PL 

블록에 상관없이 프로세서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징크와 

달리 네트리스트 프로세서(FPGA 의 로직을 사용해서 구현한 프로세서)인 

마이크로블레이즈는 FPGA 가 꼭 컨피규레이션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징크의 사용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면 그야말로 최대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전력 모드로 



동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PS 에서도 사용 전력을 줄일 수 있지만 PL 에서도 클럭 주파수를 

줄이거나 파워모듈을 조정해 완전히 전원을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2.3.5 ARM 프로세서 

예전에도 자일링스는 PPC405 나 PPC440 같은 하드코어 프로세서를 FPGA 내부에 넣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FPGA 회사도 ARM 코어를 FPGA 에 넣은 제품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징크에 있는 PS 블록과 다른 몇 가지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징크는 PS 블록에 단순히 프로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와 다른 주변장치까지 같이 하드코어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FPGA 에는 주로 프로세서 자체만 하드코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 주변장치는 FPGA 

내부에 있는 로직을 사용 합니다.  

두 번째는 PS 블록의 프로세서 블록의 Arm 시리즈는 Application 시리즈로 다른 R 

시리즈나 M 시리즈에 비해서 그 성능이 월등히 높습니다. (CortexA9 에서 ‘A’가 

application 이라는 의미)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자일링스의 징크는 다른 제품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Arm 시리즈는 기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각종 개발 툴,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프로세서이다 보니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ARM 이 가지고 저전력, 고성능 및 에코 시스템이 징크에서 자일링스가 CortexA9 을 

선택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2.3.6 확장가능한 프로세서 

2.4 징크 내부 구조 

2.4.1 징크의 PS 블록 

2.4.2 징크의 PL 블록 

2.4.3 징크 파트별 로직용량 

징크는 서로 다른 PL 용량을 가지는 4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7010 과 

7020 의 경우에는 자일링스 7 시리즈의 Artix 에서 사용하는 로직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7030 과 7045 는 7 시리즈의 Kintex 에서 사용하는 로직과 같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각 파트별 PL 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PL 는 전통적인 FPGA 와 같이 SLICE, DSP48, AD convert 인 XDC, 암호화 복호화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PL 의 모든 IO 는 다양한 IO Standard 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으며 



PCIe 와 Serial Transceiver 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Serial Transceiver 와 PCIe 는 7030, 

7045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직셀 (프로그래머블 로직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 Asic gate = 로직셀 * 12) 크기를 

보면 7010 은 28k, 7020 은 85k, 7030 은 125k, 7045 는 350k 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4.4 부팅 순서 

징크는 항상 PS 가 먼저 부팅을 합니다. 이 점은 기존 FPGA 에서 Microblaze 를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개발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 입니다. PS 가 부팅되고 난 

후에는 특정한 시점에 PS 는 PL 을 컨피규레이션 합니다.  

이 말씀은 PL 이 컨피규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서가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PS 는 PL 전체를 컨피규레이션 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PL 블록만 다시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Partial 

Reconfiguration 이라고 합니다. 

 Partial Reconfiguration 

Partial Reconfiguration 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 징크의 PL 에 두 개의 

필터가 필요한데 2 개의 필터를 동시에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필터를 모두 구현해서 PL 을 컨피규레이션 하겠지만 Partial 

Reconfiguration 을 사용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필요한 필터만 PL 에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컨피규레이션과 Partial Reconfiguration 의 차이점이 뭐냐? Partial 

Reconfiguration 은 PL 전체를 다시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블록만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며 다른 로직들을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Partial 

Reconfiguration 은 징크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고 다른 FPGA (Virtex5/6, Kintex7)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징크는 구성하는 하는 블록으로는 PS 에 있는 APU, 메모리 인터페이스, IOP, 

인터커넥터가 있으며 Programmable Logic 이 있습니다. 



2.5 징크의 장점 

다음 그림은 징크라는 디바이스의 특징을 가장 간략하게 표시한 블록도 입니다. 이 

그림에서 PS 는 Processing System 을 의미 합니다. 이 PS 에는 CortexA9 으로 대표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하드코어로 구현되어 있고 PL 은 자일링스의 28nm 의 

프로그래머블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2.6 징크의 내부 블록 

징크 내부에는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블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징크 내부에 있는 여러 블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블록은 징크 내부에만 있고 다른 블록은 징크 외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일부 

블록은 PS 와 PL 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컨피규레이션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블록도 있습니다. 



 

2.6.1 PS (Processing System) 

먼저 PS 라는 블록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PS 는 Processing System 의 약자로 CortexA9 을 중심으로, 각종 주변장치, 메모리 

콘트롤러, DMA, INTC, OCM 이 있는 부분으로 모두 하드코어로 되어 있고 PL 에 

상관없이 프로세서가 동작을 합니다. 

2.6.2 PL (Programmable Logic) 



Chapter 3. PL이라는 블록이 보입니다.  

 

PL 은 Programmable  Logic 의 약자로 자일링스에서 출시된 7 시리즈 FPGA 중, Artix 와 

Kintex 라는 로직을 그대로 사용 합니다. 징크는 7010, 7020, 7030, 7045 모두 4 가지가 

있는데 그 중 7010, 7020 는 Artix FPGA 로직을 사용하고 7030, 7045 는 Kintex FPGA 

로직을 사용 합니다. PL 블록은 PS 블록에서 없거나 PS 블록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고성능 필터 및 High Performance Processing 블록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부분 

입니다. 징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3.1.1 CortexA9 

PS 에 있는 프로세서는 CortexA9 Dual Core 입니다. 각각 CPU0, CPU1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CPU0 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나머지 CPU1 은 일단 

CPU0 가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 까지는 wait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CortexA9 는 Neon 이라는 멀티미디어 엑셀러레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FPU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그레이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67Mhz, 733Mhz, 

800Mhz 동작 주파수로 동작 합니다.  

3.1.2 L2 Cache Controller, DMA and OCM 

PS 내부에 있는 블록으로 L2 캐시 콘트롤러가 있습니다.  CortexA9 이 2 개가 모두 L1 

캐시를 가지고 있고 각각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 32Kbyte 로 나누어져 있지만 L2 

캐시는 512Kbyte 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L2 캐시는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 합니다. 

 

DMA 는 USB, Ethernet, SD 주변장치에 있는 DMA 와는 별도로 구별된 블록 입니다.  

주로 프로세서가 DMA 내부에 있는 레지터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모두 

8 개의 채널을 지원 합니다. 

온칩메모리는 모두 256Kbyte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징크는 전원이 인가되고 

리셋이 풀리고 나면 NOR, NAND, QSPI 또는 SD 로 부터 최초의 부팅용 코드를 읽어 

옵니다.  이때 읽어오는 소스는 징크 외부에 있는 플레시 메모리이지만 코드가 

복사되서 저장되는 곳은 온칩메모리 입니다.  

3.1.3 DDR Memory Controller 

각 블록 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DDR 메모리 콘트롤러를 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콘트롤러는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징크 바깥에 있는 메모리와 연결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선 밖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네요. 8 비트, 16 비트, 32 비트 모드 

사용가능하며 DDR2, DDR3, LPDDR2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메모리 크기는 1 GB 

이고 최대 동작 주파수는 DDR3 에서 533Mhz 입니다. 실제 활용가능 한 범위를 보면 

징크 스피드 등급이 제일 낮은 곳에서 보통 667Mhz 에서 동작하고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클럭 비율이 6:4 정도 이니까 약 400Mhz 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4 IO 

다음으로 PL 쪽에 붙어 있는 IO 는 뱅크 별로 서로 다른 IO 전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3V 까지 지원하는 IO 와 1.8V 까지 지원하는 IO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패키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2.3G 까지 지원하는 Serdes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erdes 는 7010,  7020 에는 있지 않고 7030 과 7045 에만 존재 합니다. 

3.1.5 Boot, Security, ADC, Debug 

다음은 PS 가 PL 을 컨피규레이션하기 위한 포트 (1 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징크 외부 디바이스와 연결되지는 않고 PL 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Security 라는 단어가 있는데 PL 블록을 컨피규레이션 할 때 필요한 파일에 

암호를 걸어서 컨피규레이션 할 때 암호를 풀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2 번에 있는 ADC 입니다. ADC 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호의 분해능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약 1M 

Sample per sec, 온도센서와 전압 센서로는 무리가 없는 분해능 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DC 는 징크 외부의 아날로그 신호를 추가로 입력 받을 

수 있으며 ADC 의 내부 레지터스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PL 블록에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번을 보면 Debug 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JTag 을 통해 PL 과 PS 를 억세스 

합니다. PL 은 프로세서를 통해서 컨피규레이션 하게 되지만 개발 할 때는 자일링스 

다운로드 케이블을 이용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1.6 GP, HP, Interrupt, Event 

PS 블록과 PL 블록은 데이터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벤트나 인터럽트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번을 보면 PS 와 PL 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포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번과 3 번을 보면 PS 와 PL 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포트가 준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이벤트와 같이 단순히 ON/OFF 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고속을 주고 받게 하기 위해 만든 포트 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이 

포트를 통해 주고 받는 프로토콜은 AXI4 로 정해져 있습니다. 

3.1.7 PL (Programmable Logic) 

PL 블록은 왜 있느냐? PL 은 PS 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 합니다. PL 은 28nm 인 Artix,(7010, 7020), Kintex(7030, 7045)를 사용했으며  기존 

FPGA 에 있는 메모리나 Slice , DSP48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hapter 4. LAB # : Hello World징크 개발 방법 

징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요. 다음 그림 

1 번과 2 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툴로는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SDK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ARM 관련 툴 체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일링스 툴을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도 됩니다. 

그 외에 기존의 ARM 이나 다른 3rd party 회사에서 출시된 툴 체인이나 디버깅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번과 4 번은 하드웨어 개발자들에 필요한 툴에 대한 설명 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지만 VHDL 과 Verilog 를 사용해 IP 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C-Gates/AutoESL 을 

사용해서 C code 로 만들어진 function 을 하드웨어로 바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변환과정에는 많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C 로 

개발된 특정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변환시키는데 있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현재 징크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AXI 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려는 IP 나 구입하려는 IP 가 AXI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또한 자일링스가 개발하는 모든 IP 는 기본적으로 AXI 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여러모로 설계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1 징크 개발 플랫폼 

징크는 단순히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PS 블록과 PL 블록으로 

구성된 디바이스 뿐 아니라 여러 OS 를 고려한 BSP, 관련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눅스를 위한 여러 가지 툴 체인, 레퍼런스 디자인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크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4.1.1 OS BSP 

징크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OS 는 오픈소스 리눅스 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지원하는 

OS 의 종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리눅스는 git.xilinx.com 이나 wiki.xilinx.com 에서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자일링스는 징크와 관련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모두 제공 하고 있습니다. 

4.1.2 가상머신  

아래 그림 중 Virtual Platform 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징크라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실제 징크보드가 있는 것 처럼 에뮬레이션 해주는 플랫폼 입니다. 



실제 리눅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이 에뮬레이션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므로 전체적인 실행시간은 

느리지만 몇 가지 간단한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할 수 있으므로 처음 징크와 리눅스를 

같이 고려하는 개발자라면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될 것 입니다. 

4.1.3 개발 환경 

징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전체 기능 중 하드웨어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과 

소프트웨어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징크 개발 환경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환경과 특정 기능을 하드웨어로 구현하거나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아주 편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한 기능을 하드웨어로 개발 할 것인지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특성도 잘 알아야 하고 

프로그래머블 로직으로 개발 할 때 고려해야 하는 타이밍이나 로직 사용량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그 결과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4.1.4 하드웨어 개발 환경 

징크를 개발할 때는 ISE 를 사용하지 않고 PlanAhead 라는 툴을 사용 합니다.  

 



 

현재 자일링스 프로그램이라고 통칭하는 개발 툴의 최신 버전은 14.1 입니다. 추후에 

14.1.1 로 update 되고 나면 곧 14.2 가 출시 됩니다. 14.2 부터는 Vivado 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바뀌게 되고 아마도 ISE 는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로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와 사용 전력을 예측할 수 있는 XPOWER 및 

고전적인 타이밍 분석기 등이 제공 됩니다. 

4.1.5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일링스는 SDK 를 기본 개발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RM 용 표준 

개발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ARM 용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2 Demo board Z702 설명 

자일링스는 징크를 사용한 데모보드로서 Z702 라는 제품을 출시 했습니다. 이 

데모보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Z702 보드는 7020 디바이스를 사용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로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도록 SD Card, QSPI 와 JTag 을 준비했고 DDR3 Memory 와 USB, Ethernet 을 

갖추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일링스에 만드는 모든 데모보드에는 FMC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1, 5 번이 FMC 커넥터 입니다. 이 FMC 는 FPGA Mezzanine Card 의 약자로 

여러 가지 서브 모듈을 만들 때 필요한 IO 전원 규격 및 PCB 규격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에 여러 업체는 이런 FMC 커넥터에 조립할 수 있는 여러 보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된 핀 정보와 사용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FMC 커넥터는 LPC 와 

HPC 로 나뉘는데 LPC 는 Low Pin Count, HPC 는 High Pin Count 로서 IO 개수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번은 I2C 방식으로 클럭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User Programmable Clock 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3 번은  

4 번은 간단한 Push Button 시험을 할 수 있도록 PUSH Button 을 넣었습니다. Active 

High 인 것을 주의하세요. 



 

 

다음 그림에서 1 번은 GPIO 의 INPUT, OUTPUT 을 시험할 수 있는 스위치와 LED 를 

보여 줍니다. 2 번은 Z7020 과 파워관련 모듈을 보여주고 3 번에서 FPGA Prog Push-

button 은 징크를 다시 리셋하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이 PL 전체를 다시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인지 아니면 PS 블록 까지 리셋하는 것인지 뒤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4 번에는 8 비트 데이터 버스를 가지는 DDR3 4 개를 묶어서 모두 1Gbyte 의 영역을 

가지게 하였고 RGMII (Reduce Gigabit MII)용 25Mhz 클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GMII 는 GMII 의 인터페이스용 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GMII 의 클럭의 Rising, 

Falling 에 모두 동작하도록 수정한 프로토콜 입니다.   



 

다음 그림의 1 번은 HDMI 커넥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관련 

어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이 HDMI 포트를 통해 관련 비디오 영상을 출력하거나 FMC 

커넥터에 연결된 커넥터를 통해서도 비디오 데이터를 출력 합니다. 그 외에 Digilent 

Jtag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 번에 있는 Mini-B USB 커넥터를 사용 

합니다. 

2 번은 PS 블록에 있는 ethernet 을 사용하기 위한 PHY 와 커넥터를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연결된 상태가 10, 100, 1G 인지를 알려주는 LED 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 번은 리눅스와 같은 OS 에서 USB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 입니다. 역시 PS 의 

USB2.0  IP 와 연결되는 부분이며 참고로 USB 를 제대로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USB 

프로토콜 스택이 필요 합니다. 대부분은 major RTOS 는 USB 용 프로토콜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USB 용 프로토콜 스택을 개인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USB 가 꼭 필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라면 OS 사용을 고려 해야 합니다. 



4 번은 USB2UART 컨버터가 들어가 있는 커넥터 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굳이 RS232 

케이블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번은 그밖에 IO 를 시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GPIO 포트 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1 번에는 징크 컨피규레이션용 메모리인 QSPI 와 SD Card 를 보여 

줍니다. 특히 SD 카드는 리눅스용 이미지를 주로 저장 합니다. 2 번 스위치는 조금은 

잘 못 표현되었는데 현재 2 번에 언급된 스위치는 JTag 케이블을 선택하는데 사용 

합니다. 이때 2 번에 지적되어 있는 Dip Sw 위쪽에 표시된 4 번에 위치한 커넥터에는 

자일링스용 USB Platform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 합니다.  

나머지 3 번에는 파워 스위치 및 I2C Bus SW 및 CAN 버스용 PHY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hapter 5. Hello Word Project 

이제 이 보드를 이용해 간단하게 hello world 라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프로그램들과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ld 를 하기 위한 데모보드로는 

Z702 를 사용할 예정 입니다. 

5.1 PlanAhead 

5.1.1 PlanAhead 실행 

자일링스는 징크를 설계할 때는 PlanAhead 를 사용 합니다. 14.1 을 설치하면 

PlanAhead 가 보이는 32 비트가 아닌 PlanAhead 를 실행한 후 Create New Prj 를 선택 

합니다. 

 

1 

 

2 

앞으로 Next 만 눌러도 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그림을 캡쳐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해당 폴더 밑에 Sub Folder 가 생성되도록 하고 RTL 

프로젝트로 진행 합.  



 

1 

 

2 

몇 번의 Next 를 지나가고 나서 특정 디바이스나 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서 

보드(1)를 선택하고 패밀리로 징크(2)를 선택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보드 

리스트(3)를 보여주는 현재는 Z702 보드만 있기 때문에 Z702 를 선택 합니다.  

5.1.2 데모보드 선택  

그러면 PlanAhead 가 실행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니까 Add Source(1)를 선택 한 후 임베디드 소스(2)를 선택 합니다. 

 

1 

 

2 

일반적으로 자일링스는 임베디드 시스템 모듈의 이름을 system 이라고 정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름을 정할 수도 있는데 관련된 부작용들 (예를 들어 특정 프로그램이 

모듈이름을 참고로 해서 만든 매크로를 사용하는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소스코드에서 해당 매크로를 헤더파일에서 참고해서 고치면 

되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간에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듈 이름을 

system 으로 정한 후 Finish 를 누르면 2 번 그림과 같이 XPS 가 실행되고 머라머라 

메세지가 출력 됩니다.  

 

1 

 

2 

5.1.3 XPS (Xilinx Platform Studio)  

먼저 XPS 를 설명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컴파일 

하고 프로그램이나 PL 로직을 징크에 다운로드 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아직까지 AutoESL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C 로 코딩 된 

함수를 AX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IP 로 만들어 줄 예정 입니다. XPS 를 통해 각종 MIO 

옵션, 클럭 옵션, 메모리 옵션 등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XPS 의 첫 화면을 보죠. 



 

먼저 간단하게나마 XPS 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번 그림을 보면 XPS 의 왼쪽에 

2 개의 Tab 이 존재 합니다. 첫 번째 것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일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파일이 바로 system.mhs (1) 파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바이스 

정보와 XPS 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Sub module 인 것을 알려 줍니다. 여기서 Sub 

module 이라는 것은 징크에서 프로세서 블록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살펴 보겠습니다.  

두 번째 Tab 은 현재 징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IP 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IP 리스트 

옆에는 느낌표시나 해 모양이 있는데 해 모양의 아이콘은 현재 버전이 프로덕션 

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느낌표는 예전 버전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로덕션 버전의 아이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예전 버전과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느낌표 아이콘이 붙어 있는 IP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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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 번에서는 징크를 합성할 때 나오는 여러 리포트 파일을 읽어보기 위한 

GUI 를 보여주고 그림 2 번은 징크 PS 의 여러 포트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각종 입출력 

포트의 변화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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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Views 옵션 중 필요한 부분을 따로 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 은 

클럭만 보여 줍니다. 이 부분은 징크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클럭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PS_CLK 라고 해서 징크로 공급되는 클럭 정보를 

의미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FCLK_CLK0/1/2/3 이 보이죠. 그리고 모두 50mhz 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징크는 PL 에 필요한 클럭을 PS 에서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입력 클럭에 상관없이 모두 50mhz 고정되어 있으므로 내부에는 PLL 을 

통해 클럭의 주파수를 변경 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나머지 2 개의 클럭은 

DDR2/3/2LP 를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클럭을 발생시켜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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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 번은 인터럽트 포트 입니다. PL 내부에 구성되는 여러 종류의 IP 는 

PS 에게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S 는 내부에 INTC 내장되어 있으며 이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PS 에 있는 여러 종류의 주변장치로 부터 인터럽트 요청을 

받기도 하지만 PL 블록에서 요청하는 인터럽트도 처리 해야 합니다. PL 에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기 위한 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 번은 그 밖에 포트를 

보여 줍니다. 

PS_SRSTB 와 PS_PORB 는 프로세서 리셋과 power on reset 핀을 의미 합니다. 첫 번째 

것은 프로세서만 리셋하는 것이고 PS_PORB 는 징크 전체를 리셋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PS_PORB 가 액티브 되면 PL 블록에 있는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MIO[52:0]와 DDR2/3/LPDDR2 에 대한 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징크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와 연결되지만 일부는 PL 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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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크는 내부에 PS 블록이 있기 때문에 아래 그림 1 과 같이 Zynq 라는 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탭에는 PS 블록에서 설계자가 변경시킬 수 있는 여러 블록은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음 버스 인터페이스에서는 조금은 썰렁한 화면이 나옵니다. 버스 인터페이스가 

썰렁한 이유는 현재 PS 에 있는 모든 주변장치의 이미 PS 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 입니다. 그러면 이 탭이 있는 이유는 뭐냐? 

징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PS 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있던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능을 추가한다면 이 IP 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IP 를 프로세서에서 억세스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억세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레지터스를 통해 IP 의 동작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 IP 는 꼭 어드레스가 할당 되어야 

하고 IP 의 종류에 따라 버스의 종류도 달라 집니다.) 



 

다음은 징크의 포트에 대한 정의 입니다. 징크는 기본적으로 외부 메모리(1)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76 개의 

DDR 관련 핀(2)은 그대로 못쓰게 됩니다.  

하여간 이 핀에 대한 기본 포트가 정해진 상태이고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종류에 따라 GUI 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 MIO 로 연결되는 54 개의 핀(3)과 PS 로 연결되는 클럭과 리셋관련 핀(4)들을 

보여 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External Port 는 그냥 막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핀들은 

아래 그림 (1,3) 처럼 PS 블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PS 에 필요한 여러 신호 

종류들을 표시해 줍니다. PS 에 있는 DDR 관련 핀(2)들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DDR 관련된 핀들의 포트 크기는 나중에 개발자가 선정한 메모리 종류에 맞게끔 다시 

설정하면 포트의 크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레스 탭 입니다. 할당된 주변장치와 버스가 없기 때문에 새로 할당된 

어드레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랩이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주변장치를 추가하게 되면 

어드레스 할당되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지요. 

 

다시 처음 그림으로 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Import(1) 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Lab 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IO 도 할당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앞에서 

봤던 DDR 이나 그 외 여러 가지 Pin 들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들을 이제 Z702 보드에 맞게끔 수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Import 를 통해 자동으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보고 일단 Import 를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GUI 가 

나오면서 ZC702 데모보드(2)에 대한 보드 정보를 읽어오도록 합니다. 

 

이때 개발자들이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MHS 입니다.  

 

자일링스 제품을 사용해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각종 프로세서, 버스, 

인터럽트, 인터럽트 우선순위, DMA, 클럭, 리셋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MHS 라는 

파일에 정의 합니다. 

이제 새로 Z702 보드에 해당하는 각종 IO 정보들과 클럭 정보, 리셋 폴라리티, 메모리 

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MHS 파일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IO Peripheral(2) 

부분의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system.mhs 파일도 바뀌었습니다. 



 

5.1.4 System.mhs 

다음 리스트는 system.mhs 파일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PARAMETER VERSION = 2.1.0 

3    

4    

5    PORT processing_system7_0_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DIR = IO, VEC = [53:0] 

6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DIR = I 

7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CLK, DIR = I, SIGIS = 

CLK 

8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POR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DIR = I 

9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DIR = IO, SIGIS = 

CLK 

.... 

24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DIR = IO 

25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DIR = IO 

26   

27   

28  BEGIN processing_system7 

29   PARAMETER INSTANCE = processing_system7_0 

30   PARAMETER HW_VER = 4.00.a 

31   PARAMETER C_DDR_RAM_HIGHADDR = 0x3FFFFFFF 

32   PARAMETER C_EN_EMIO_CAN0 = 0 

33   PARAMETER C_EN_EMIO_CAN1 = 0 

34   PARAMETER C_EN_EMIO_ENET0 = 0 

35   PARAMETER C_EN_EMIO_ENET1 = 0 

36   PARAMETER C_EN_EMIO_I2C0 = 0 

.... 

97   PORT DDR_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98   PORT DDR_ODT =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99   PORT DDR_DRSTB =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100  PORT DDR_DQ = processing_system7_0_DDR_DQ 

101  PORT DDR_DM = processing_system7_0_DDR_DM 

102  PORT 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103  PORT 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104  PORT 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105  PORT 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106 END 

107 

MHS 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 보겠습니다. 

MHS 파일은 말씀드린 것 처럼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회로도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MHS 파일은 크게보면 2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External Port 부분 입니다.  

아래 리스트에서 5 번 라인부터 25 번까지 보면 PORT 로 시작하는 이름과 ‘=’ 뒤에 

나오는 이름, Vec, SIGIS, DIR 같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5    PORT processing_system7_0_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DIR = IO, VEC = [53:0] 

6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DIR = I 

7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CLK, DIR = I, SIGIS = 

CLK 

8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POR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DIR = I 

9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DIR = IO, SIGIS = 

CLK 

.... 

24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DIR = IO 

25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DIR = IO 

26   

PORT A = B 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 ‘A’ 는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을 컴포넌트로 

등록했을 때 보이는 포트 이름이 됩니다. ‘B’는 단순히 신호 이름으로 VHDL 의 

signal 이나 Verilog 의 wire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역할이 signal 이나 wire 의 역할이므로 component 의 포트 이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DIR 이 있는 이것은 포트의 방향성 나타냅니다. I, O, IO 등을 지정 합니다. 

 VEC 는 포트의 크기를 알려 줍니다. 

SIGIS 는 현재 포트의 속성을 알려 줍니다.  

External Port 는 3 가지 속성이 있는데 SIGIS = CLK, SIGIS = RESET, SIGIS = INTERRUPT 가 

있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속성마다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는데 CLK 의 경우에는 

주파수 값이 추가되고, RESET 의 경우에는 폴라리티가 추가되며 INTERRUPT 의 

경우에는 rising edge, falling edge, high level, low level 같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BEGIN 과 END 사이에 있는 각종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 입니다. 

자일링스 임베디드 시스템의 모든 블록들은 BEGIN 으로 시작해 END 로 마치게 

됩니다. 이 사이에 각 블록의 특징들을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파라미터가 있어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은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서 디폴트 값과 다른 경우에만 새로운 값을 MHS 파일에 재정의 해서 

사용 합니다. 

아래 리스트에서는 PS 블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PS 블록중에 파라미터와 포트 부분이 있는데 포트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그대로 

징크 외부에 있는 DDR2/3/LPDDR2 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쉬트를 참고해 하나씩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MHS 에 대한 맛뵈기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28  BEGIN processing_system7 

29   PARAMETER INSTANCE = processing_system7_0 

30   PARAMETER HW_VER = 4.00.a 

31   PARAMETER C_DDR_RAM_HIGHADDR = 0x3FFFFFFF 

32   PARAMETER C_EN_EMIO_CAN0 = 0 

33   PARAMETER C_EN_EMIO_CAN1 = 0 

34   PARAMETER C_EN_EMIO_ENET0 = 0 

35   PARAMETER C_EN_EMIO_ENET1 = 0 

36   PARAMETER C_EN_EMIO_I2C0 = 0 

.... 

97   PORT DDR_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98   PORT DDR_ODT =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99   PORT DDR_DRSTB =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100  PORT DDR_DQ = processing_system7_0_DDR_DQ 

101  PORT DDR_DM = processing_system7_0_DDR_DM 

102  PORT 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103  PORT 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104  PORT 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105  PORT 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106 END 

다음 그림 1 을 보면 여러 가지 주변장치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Z702 보드를 보면 

이더넷, USB, SD 등등 여러 장치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림 1 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 2 와 같이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 구체적인 주변장치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각 주변장치의 IO 들은 MIO 를 거치거나 EMIO 를 거쳐서 징크 외부 핀과 

연결되겠습니다. 

 

 

1  

2 

여러 주변장치 중 필요한 것은 UART 하나이므로 다음 그림 1 과 같이 나머지 것은 

모두 비활성화 시키고 UART 만 선택 합니다. 좀 웃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UART0 를 

선택할 것 같은데 UART1 을 선택했네요.  그림 2 를 보면 앞에 나온 그림에서 UART1 만 

활성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2 

메모리 콘트롤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DDR2/3/LPDDR2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1 과 같이 메모리 콘트롤러를 선택 합니다. 

 

DDR2/3/LPDDR2 콘트롤러를 보면 일단 설계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메모리의 종류의 

최대 동작 주파수, 데이터 너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Internal Vref 는 

DDR2/3/LPDDR2 이 DQ 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0 또는 1 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전압을 징크 내부에서 만들 것인가를 결정 하는 것 입니다. 

2 번은 징크 내부 파라미터가 아니고 징크와 외부 메모리간에 생기는 파라미터 

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PCB 를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파라미터 이므로 PCB 

설계 시 꼭 챙겨야 하는 데이터 입니다. 

3 번은 1 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 번의 여러 파라미터는 메모리 파트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일링스는 마이크론 메모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1 번에 마이크로 메모리가 아닌 custom memory 를 선택하면 3 번의 

여러 파라미터는 해당 메모리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 직접 넣어 줘야 합니다. 



 

그림 1 과 같이 XPS 를 종료하고 나면 PlanAhead 가 다시 나타 납니다.  PlanAhead 에서 

Project Manager(1)를 선택하고 Source (2)에서 Library(3)을 선택 합니다.  (4)번을 보면 

system 이라는 블록이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아이콘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징크 

내부에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 블록 입니다.  

 

1 

 

2 

여기서 몇 가지 옵션을 새롭게 확인 하겠습니다. Synthesis Option 에서는 XST 를 

선택하고 Implementation 에서는 ISE 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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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 과 같이 system.xmp 에서 “Generate”를 선택하고 그림 2 와 같이 

Synthsis 를 선택 합니다. 그러면 synthesis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림 

3 은 현재 Synthsis 중임을 알려주는 상태바 (1) 이고 진행상황을 보여 줍니다.(2)  

 

1 

 

2 
 

3 

 

 



이 임베디드 시스템을 컴포넌트로 하는 상위 모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림 1 과 같이 

“Create Top HDL”을 선택 합니다. 참고로 VHLD/Verilog 를 선택 하기 위해서는 그림 

2 와 같이 Project Setting 에서 VHDL/Verilog 를 선택 하면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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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리스트는 system.xmp 를 컴포넌트로 하는 system_stub.vhd 코드 입니다. 라인 38 

~ 62 임베디드 시스템 컴포넌트가 선언되어 있고 해당하는 입출력 포트에 컴포넌트의 

포트를 1:1 로 연결해 놓은 상태 입니다.  

 

1   ------------------------------------------------------------------------------- 

2   -- system_stub.vhd 

3   ------------------------------------------------------------------------------- 

4   library IEEE; 

5   use IEEE.STD_LOGIC_1164.ALL; 

6    

7   library UNISIM; 

8   use UNISIM.VCOMPONENTS.ALL; 

9    

10  entity system_stub is 

11    port ( 

12      processing_system7_0_MIO : inout std_logic_vector(53 downto 0); 

13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in std_logic; 

14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 in std_logic; 

15      processing_system7_0_PS_PORB_pin : in std_logic; 

16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 inout std_logic; 

.... 

31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inout std_logic; 

32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inout std_logic 

33    ); 

34  end system_stub; 

35   

36  architecture STRUCTURE of system_stub is 

37   

38    component system is 

39      port ( 

40        processing_system7_0_MIO : inout std_logic_vector(53 downto 0); 



41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in std_logic; 

42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 in std_logic; 

.... 

58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 in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59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inout std_logic; 

60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inout std_logic 

61      ); 

62    end component; 

63   

64   attribute BOX_TYPE : STRING; 

65   attribute BOX_TYPE of system : component is "user_black_box"; 

66   

67  begin 

68   

69    system_i : system 

70      port map ( 

71        processing_system7_0_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72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73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74        processing_system7_0_PS_POR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_pin, 

.... 

88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89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90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91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92      ); 

93   

94  end architecture STRUCTUR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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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SDK 가 실행되면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을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림 1).  

다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Xilinx C Project 를 선택 합니다. 

(그림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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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velopment Kit (SDK) 

그림 1 을 보면 프로젝트 템플릿 (5)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ello 

World”를 선택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고 (1) 프로젝트의 

위치도 기본으로 정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코어 중에 첫 번째 코어(3)에서 동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하나는 뭐하고 있죠?  첫 번째 코어가 이벤트를 줘야 동작 

합니다.)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타깃으로 “Standalone” (4)을 선택 합니다. 

그림 2 에서는 Standalone 이 선택된 이후 만들어야 하는 BPS(1)의 이름을 정하고 (2) 그 

위치를 기본값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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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만들어진 Hello 

Worl(1)와 Hello World BSP(2)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리스트는 Hello World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입니다. 비록 간단한 코드 

이지만 한번 소스코드를 이해하고 넘어가보죠. 

 

1   /* 

2    * Copyright (c) 2009 Xilinx, Inc.  All rights reserved. 

.... 

16   * 

17   */ 

18   

19  /* 

20   * helloworld.c: simple test application 

21   */ 

22   

23  #include <stdio.h> 

24  #include "platform.h" 

25   

26  void print(char *str); 

27   

28  int main() 

29  { 

30      init_platform(); 

31   

32      print("Hello World\n\r"); 

33   

34      cleanup_platform(); 

35   

36      return 0; 

37  } 

라인 23,24 에서 헤더 파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platform.h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도 잠시 살펴보죠.  

라인 30 에는 init_platform 함수가 있고 34 라인에는 cleanup_platform 이 있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init_platform 에 대한 소스코드 입니다. 캐시를 활성화 시키고 

사용하는 uart 를 초기화 하고 있습니다. 

1   /* 

… 

17   */ 

18   

19  #include "xparameters.h" 

20  #include "xil_cache.h" 

21   

22  #include "platform_config.h" 

23   

24  #ifdef STDOUT_IS_16550 

25  #include "xuartns550_l.h" 

26  #endif 

27   

28  #define UART_BAUD 9600 

29   

30  void 

31  enable_caches() 

32  { 

33  #ifdef __PPC__ 



34      Xil_ICacheEnableRegion(CACHEABLE_REGION_MASK); 

35      Xil_DCacheEnableRegion(CACHEABLE_REGION_MASK); 

36  #elif __MICROBLAZE__ 

37  #ifdef XPAR_MICROBLAZE_USE_ICACHE 

38      Xil_ICacheEnable(); 

39  #endif 

40  #ifdef XPAR_MICROBLAZE_USE_DCACHE 

41      Xil_DCacheEnable(); 

42  #endif 

43  #endif 

44  } 

45   

46  void 

47  disable_caches() 

48  { 

49      Xil_DCacheDisable(); 

50      Xil_ICacheDisable(); 

51  } 

52   

53  void 

54  init_uart() 

55  { 

56  #ifdef STDOUT_IS_16550 

57      XUartNs550_SetBaud(STDOUT_BASEADDR, XPAR_XUARTNS550_CLOCK_HZ, UART_BAUD); 

58      XUartNs550_SetLineControlReg(STDOUT_BASEADDR, XUN_LCR_8_DATA_BITS); 

59  #endif 

60  } 

61   

62  void 

63  init_platform() 

64  { 

65      enable_caches(); 

66      init_uart(); 

67  } 

68   

69  void 

70  cleanup_platform() 

71  { 

72      disable_caches(); 

73  } 

 

 

다음 리스트는 enable caches 에 대한 소스코드 입니다. 자일링스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PPC 나 네트리스트 프로세서인 마이크로블레이즈를 사용할 때 캐시를 

할성화 시키는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XPAR”로 

시작하는 매크로 입니다. 이 소스에서는 XPAR_MICROBLAZE_USE_ICACHE 가 대표적인 

예제 매크로 인데 XPAR 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매크로가 system.mhs 파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MHS 파일이 아직까지 낯설기는 하지만 “자일링스 임베디드 시스템의 모든 하드웨어 

구조를 기술한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30  void 

31  enable_caches() 

32  { 

33  #ifdef __PPC__ 

34      Xil_ICacheEnableRegion(CACHEABLE_REGION_MASK); 

35      Xil_DCacheEnableRegion(CACHEABLE_REGION_MASK); 

36  #elif __MICROBLAZE__ 

37  #ifdef XPAR_MICROBLAZE_USE_ICACHE 

38      Xil_ICacheEnable(); 

39  #endif 

40  #ifdef XPAR_MICROBLAZE_USE_DCACHE 

41      Xil_DCacheEnable(); 

42  #endif 

43  #endif 

44  } 

라인 19,20 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Xparameters.h“ 파일이 있습니다. 

19  #include "xparameters.h" 

20  #include "xil_cache.h" 

21   

22  #include "platform_config.h" 

23   

24  #ifdef STDOUT_IS_16550 

25  #include "xuartns550_l.h" 

26  #endif 

XPARAMETERS.H 

다음 리스트는 xparameters.h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 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 

3   * 

4   * CAUTION: This file is automatically generated by libgen. 

5   * Version: Xilinx EDK 14.1 EDK_P.15xf 

6   * DO NOT EDIT. 

이 헤더파일은 MHS 파일을 근거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 입니다. 따라서 read 

only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파일에 자신이 원하는 XPAR…로 시작하는 

매크로가 없다면 그것은 MHS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절대로 없다고 만들어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14   

15  #include "xparameters_ps.h" 

이 파일은 PS 블록에 있는 여러 매크로를 정의한 Xparameters_ps.h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17  #define STDIN_BASEADDRESS 0xE0001000 

18  #define STDOUT_BASEADDRESS 0xE0001000 



C 언어는 stdin, stdout 역할을 하는 주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설계에서는 

UART1 이 stdin, stdout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9   

23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DDR_0 */ 

24  #define XPAR_PS7_DDR_0_S_AXI_BASEADDR 0x00100000 

25  #define XPAR_PS7_DDR_0_S_AXI_HIGHADDR 0x3FFFFFFF 

26   

DDR 메모리의 어드레스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0x0~0x3FFF_FFFF 까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xparameters_ps.h 에 다음과 

정의되어 있습니다. 

/* Canonical definitions for DDR MEMORY */ 

#define XPAR_DDR_MEM_BASEADDR  0x00000000 

#define XPAR_DDR_MEM_HIGHADDR  0x3FFFFFFF 

PS/APU/MMU 가 할성화 되면 DDR2/3/LPDDR2 의 어드레스 범위는 0x0 ~ 

0x3FFF_FFFF 로 모두 1G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27   

28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DDRC_0 */ 

29  #define XPAR_PS7_DDRC_0_S_AXI_BASEADDR 0xF8006000 

30  #define XPAR_PS7_DDRC_0_S_AXI_HIGHADDR 0xF8006FFF 

31   

DDR2/3/LPDDR2 메모리 컨트롤러의 컨트롤 레지터스의 번지를 정합니다. 

32   

33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IOP_BUS_CONFIG_0 */ 

34  #define XPAR_PS7_IOP_BUS_CONFIG_0_S_AXI_BASEADDR 0xE0200000 

35  #define XPAR_PS7_IOP_BUS_CONFIG_0_S_AXI_HIGHADDR 0xE0200FFF 

36   

이 어드레스는 아마도 HP#, GP# 쪽 관련된 버스 세팅 값을 정하는 곳을 추정 됩니다. 

 



38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RAM_0 */ 

39  #define XPAR_PS7_RAM_0_S_AXI_BASEADDR 0x00000000 

40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IGHADDR 0x0002FFFF 

41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0_HIGHOCM_BASEADDR 0xFFFC0000 

42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0_HIGHOCM_HIGHADDR 0xFFFFFDFF 

43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1_HIGHOCM_BASEADDR 0xFFFC0000 

44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1_HIGHOCM_HIGHADDR 0xFFFFFDFF 

45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2_HIGHOCM_BASEADDR 0xFFFC0000 

46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2_HIGHOCM_HIGHADDR 0xFFFFFDFF 

47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3_HIGHOCM_BASEADDR 0xFFFC0000 

48  #define XPAR_PS7_RAM_0_S_AXI_HP3_HIGHOCM_HIGHADDR 0xFFFFFDFF 

49   

50   

51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RAM_1 */ 

52  #define XPAR_PS7_RAM_1_S_AXI_BASEADDR 0xFFFF0000 

53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IGHADDR 0xFFFFFDFF 

54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0_HIGHOCM_BASEADDR 0xFFFC0000 

55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0_HIGHOCM_HIGHADDR 0xFFFFFDFF 

56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1_HIGHOCM_BASEADDR 0xFFFC0000 

57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1_HIGHOCM_HIGHADDR 0xFFFFFDFF 

58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2_HIGHOCM_BASEADDR 0xFFFC0000 

59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2_HIGHOCM_HIGHADDR 0xFFFFFDFF 

60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3_HIGHOCM_BASEADDR 0xFFFC0000 

61  #define XPAR_PS7_RAM_1_S_AXI_HP3_HIGHOCM_HIGHADDR 0xFFFFFDFF 

PS 와 PL 간에는 High Performance Port 가 0~3 까지 모두 4 개가 있습니다. 각 포트는 

PS 에 대해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데 이때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주변장치가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CM 이고 다른 하나는 DDR2/3/LPDDR2 메모리 콘트롤러 입니다. 

OCM 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HP# 포트가 각각 똑같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63   

64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SLCR_0 */ 

65  #define XPAR_PS7_SLCR_0_S_AXI_BASEADDR 0xF8000000 

66  #define XPAR_PS7_SLCR_0_S_AXI_HIGHADDR 0xF8000FFF 

System Level Control Register 의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69  /******************************************************************/ 

70   

71  /* Definitions for driver DEVCFG */ 

72  #define XPAR_XDCFG_NUM_INSTANCES 1 

73   

74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DEV_CFG_0 */ 

75  #define XPAR_PS7_DEV_CFG_0_DEVICE_ID 0 

76  #define XPAR_PS7_DEV_CFG_0_BASEADDR 0xF8007000 

77  #define XPAR_PS7_DEV_CFG_0_HIGHADDR 0xF8007FFF 

78   

79   

80  /******************************************************************/ 

81   

82  /* Canonical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DEV_CFG_0 */ 

83  #define XPAR_XDCFG_0_DEVICE_ID XPAR_PS7_DEV_CFG_0_DEVICE_ID 

84  #define XPAR_XDCFG_0_BASEADDR 0xF8007000 

85  #define XPAR_XDCFG_0_HIGHADDR 0xF8007FFF 

PS 가 PL 을 컨피규레이션 할 때 필요한 컨피규레이션 포트에 대한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이 PS 가 PL 을 컨피규레이션 할 때는 프로세서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고 SCU 내부에 있는 DMA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라인 82~85 까지 살펴 보면 Canonical 이라는 이름으로 라인 74~77 에 정의된 매크로를 

다른 이름으로 재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각종 IP 를 설계할 때 필요한 IP 이름, 여기서는 인스턴스, 에 

상관없이 일관된 매크로로 코딩을 하고자 할 때 사용 합니다. 

주로 자일링스에서 나오는 예제 코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예제 코드를 

개발자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면 개발자가 예제 코드에 있는 매크로를 일일이 

수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인스턴스 이름에 상관 없이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Canonical” 매크로 입니다. 

계속 설명하는 가운데 “Canonical”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  /******************************************************************/ 

89   

90  /* Definitions for driver DMAPS */ 

91  #define XPAR_XDMAPS_NUM_INSTANCES 2 

92   

93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DMA_NS */ 

94  #define XPAR_PS7_DMA_NS_DEVICE_ID 0 

95  #define XPAR_PS7_DMA_NS_BASEADDR 0xF8004000 

96  #define XPAR_PS7_DMA_NS_HIGHADDR 0xF8004FFF 

97   

98   

99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DMA_S */ 

100 #define XPAR_PS7_DMA_S_DEVICE_ID 1 

101 #define XPAR_PS7_DMA_S_BASEADDR 0xF8003000 

102 #define XPAR_PS7_DMA_S_HIGHADDR 0xF8003FFF 

PS/APU 에 있는 DMA 에 대한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119  

120 /* Definitions for Fabric interrupts connected to ps7_scugic_0 */ 

121  

122 /******************************************************************/ 

123  

124 /* Canonical definitions for Fabric interrupts connected to ps7_scugic_0 */ 

125  

126 /******************************************************************/ 

127  

128 /* Definitions for driver SCUGIC */ 

129 #define XPAR_XSCUGIC_NUM_INSTANCES 1 

130  

131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SCUGIC_0 */ 

132 #define XPAR_PS7_SCUGIC_0_DEVICE_ID 0 

133 #define XPAR_PS7_SCUGIC_0_BASEADDR 0xF8F00100 

134 #define XPAR_PS7_SCUGIC_0_HIGHADDR 0xF8F001FF 

135 #define XPAR_PS7_SCUGIC_0_DIST_BASEADDR 0xF8F01000 

136  

137  

145  



PS 의 인터럽트 콘트롤러에 대한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149 /* Definitions for driver SCUTIMER */ 

150 #define XPAR_XSCUTIMER_NUM_INSTANCES 1 

151  

152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SCUTIMER_0 */ 

153 #define XPAR_PS7_SCUTIMER_0_DEVICE_ID 0 

154 #define XPAR_PS7_SCUTIMER_0_BASEADDR 0xF8F00600 

155 #define XPAR_PS7_SCUTIMER_0_HIGHADDR 0xF8F0061F 

156  

PS/APU 의 TIMER_0 에 대한 ID 와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168 /* Definitions for driver SCUWDT */ 

169 #define XPAR_XSCUWDT_NUM_INSTANCES 1 

170  

171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SCUWDT_0 */ 

172 #define XPAR_PS7_SCUWDT_0_DEVICE_ID 0 

173 #define XPAR_PS7_SCUWDT_0_BASEADDR 0xF8F00620 

174 #define XPAR_PS7_SCUWDT_0_HIGHADDR 0xF8F006FF 

175  

PS/APU 의 Watch DogTimerd 의 ID 와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187 /* Definitions for driver UARTPS */ 

188 #define XPAR_XUARTPS_NUM_INSTANCES 1 

189  

190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UART_1 */ 

191 #define XPAR_PS7_UART_1_DEVICE_ID 0 

192 #define XPAR_PS7_UART_1_BASEADDR 0xE0001000 

193 #define XPAR_PS7_UART_1_HIGHADDR 0xE0001FFF 

194 #define XPAR_PS7_UART_1_UART_CLK_FREQ_HZ 50000000 

195 #define XPAR_PS7_UART_1_HAS_MODEM 0 

197  

198  

PS 에 있는 Uart1 에 대한 어드레스와 동작 주파수를 정합니다. 

208 /******************************************************************/ 

209  

210 /* Definition for CPU ID */ 

211 #define XPAR_CPU_ID 0 

212  

213 /* Definitions for peripheral PS7_CORTEXA9_0 */ 

214 #define XPAR_PS7_CORTEXA9_0_CPU_CLK_FREQ_HZ 666666687 

215  

216  

221  

마지막으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클럭 주파수를 정합니다. 이 주파수 값은 Z702 

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값으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그리고 주변장치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3 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xparameters_ps.h  파일에 대한 소스코드 입니다. 

1  



 

71  /************************** Constant Definitions *****************************/ 

72   

73  /* 

74   * This block contains constant declarations for the peripherals 

75   * within the hardblock 

76   */ 

이 헤더파일은 PS 에 있는 여러 주변장치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78  /* Canonical definitions for DDR MEMORY */ 

79  #define XPAR_DDR_MEM_BASEADDR  0x00000000 

80  #define XPAR_DDR_MEM_HIGHADDR  0x3FFFFFFF 

DDR2/3/LPDDR2 메모리 컨트롤러의 의해 억세스 되는 메모리의 번지 입니다. 메모리 

크기가 바뀌면 이 값도 바뀌게 됩니다. 

81   

82  /* Canonical definitions for Interrupts  */ 

83  #define XPAR_XUARTPS_0_INTR  XPS_UART0_INT_ID 

… 

118 #define XPAR_XDMAPS_0_DONE_INTR_6 XPS_DMA6_INT_ID 

119 #define XPAR_XDMAPS_0_DONE_INTR_7 XPS_DMA7_INT_ID 

인터럽트 콘트롤러 INTC 에 연결되는 각종 인터럽트 소스에 대한 ID 를 할당 했습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이 ID 값을 사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 

130 /* Canonical definitions for WDT */ 

131  

132 /* Canonical definitions for SLCR */ 

133 #define XPAR_XSLCR_NUM_INSTANCES 1 

134 #define XPAR_XSLCR_0_DEVICE_ID  0 

135 #define XPAR_XSLCR_0_BASEADDR  XPS_SYS_CTRL_BASEADDR 

136  

137 /* Canonical definitions for SCU GIC */ 

138 #define XPAR_SCUGIC_NUM_INSTANCES 1 

139 #define XPAR_SCUGIC_SINGLE_DEVICE_ID 0 

140 #define XPAR_SCUGIC_CPU_BASEADDR (XPS_SCU_PERIPH_BASE + 0x0100) 

141 #define XPAR_SCUGIC_DIST_BASEADDR (XPS_SCU_PERIPH_BASE + 0x1000) 

142 #define XPAR_SCUGIC_ACK_BEFORE  0 

143  

144 /* Canonical definitions for Global Timer */ 

145 #define XPAR_GLOBAL_TMR_NUM_INSTANCES 1 

146 #define XPAR_GLOBAL_TMR_DEVICE_ID 0 

147 #define XPAR_GLOBAL_TMR_BASEADDR (XPS_SCU_PERIPH_BASE + 0x200) 

148 #define XPAR_GLOBAL_TMR_INTR  XPS_GLOBAL_TMR_INT_ID 

149  

150  

시스템 레벨 컨트롤 레지터스, 인터럽트 콘트롤러, 타이밍에 대한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151 /* Xilinx Parallel Flash Library (XilFlash) User Settings */ 

152 #define XPAR_AXI_EMC 



153  

154  

155 #define XPAR_CPU_CORTEXA9_CORE_CLOCK_FREQ_HZ XPAR_CPU_CORTEXA9_0_CPU_CLK_FREQ_HZ 

156  

157  

158 /* 

159  * This block contains constant declarations for the peripherals 

160  * within the hardblock. These have been put for bacwards compatibilty 

161  */ 

162  

163 #define XPS_PERIPHERAL_BASEADDR  0xE0000000 

164 #define XPS_UART0_BASEADDR  0xE0000000 

그 외에 주변장치에 대한 어드레스를 정합니다. 

210 /* Shared Peripheral Interrupts (SPI) */ 

211 #define XPS_CORE_PARITY0_INT_ID  32 

인터럽트에 대한 ID 번호를 정합니다. 

268 #define XPS_FPGA13_INT_ID  89 

269 #define XPS_FPGA14_INT_ID  90 

270 #define XPS_FPGA15_INT_ID  91 

271  

272 /* Private Peripheral Interrupts (PPI) */ 

273 #define XPS_GLOBAL_TMR_INT_ID  27 /* SCU Global Timer interrupt */ 

274 #define XPS_FIQ_INT_ID   28 /* FIQ from FPGA fabric */ 

275 #define XPS_SCU_TMR_INT_ID  29 /* SCU Private Timer interrupt */ 

276 #define XPS_SCU_WDT_INT_ID  30 /* SCU Private WDT interrupt */ 

277 #define XPS_IRQ_INT_ID   31 /* IRQ from FPGA fabric */ 

278  

279  

280 /* REDEFINES for TEST APP */ 

281 /* Definitions for UART */ 

282 #define XPAR_PS7_UART_0_INTR  XPS_UART0_INT_ID 

283 #define XPAR_PS7_UART_1_INTR  XPS_UART1_INT_ID 

284 #define XPAR_PS7_USB_0_INTR  XPS_USB0_INT_ID 

285 #define XPAR_PS7_USB_1_INTR  XPS_USB1_INT_ID 

… 

테스트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주변장치에 대한 ID 를 정합니다. 

303 #define XPAR_XADCPS_NUM_INSTANCES 1 

304 #define XPAR_XADCPS_0_DEVICE_ID   0 

305 #define XPAR_XADCPS_0_BASEADDR   (0xF8007000) 

306 #define XPAR_XADCPS_INT_ID  XPS_SYSMON_INT_ID 

307  

308 /* For backwards compatibilty */ 

309 #define XPAR_XUARTPS_0_CLOCK_HZ  XPAR_XUARTPS_0_UART_CLK_FREQ_HZ 

310 #define XPAR_XUARTPS_1_CLOCK_HZ  XPAR_XUARTPS_1_UART_CLK_FREQ_HZ 

311 #define XPAR_XTTCPS_0_CLOCK_HZ  XPAR_XTTCPS_0_TTC_CLK_FREQ_HZ 

… 

  

334 #ifdef __cplusplus 

335 } 

336 #endif 

337  

338 #endif /* protection macro */ 

339 



소스코드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DK 는 자체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1 에서 터미널 속성 변경 

아이콘(2)을 선택하고 (3,4,5)와 같이 터미널 속성을 바꾸어 줍니다. 꼭 115200 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제 “Hello World”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림 2 에서 “Hello World”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Run As” (2)와 Run Configuration (3)을 선택 합니다. 

 

1 

 

2 

그림 1 처럼 아이콘을 선택하고 난 후에 그림 2 처럼 차례대로 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1 

 



2 



5.2 Process system (PS block)의 APU 

PS 는 다음 그림과 같이 APU 와 메모리 콘트롤러 및 주변장치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PL 은 Artix 기반의 7010, 7020 과 Kintex 기반의 7030 과 

7045 가 있습니다. 

 

5.2.1 CortexA9 

The APU implements a dual-core Cortex A9 MP configuration. APU 는 모두 

2 개의 CortexA9 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SIMD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AXI 엑셀러레이트인 네온, MMU 를 갖고 있습니다.  2 개의 

프로세서는 각각 32kbyte 크기의  명령어 캐시, 데이터 캐시를 L1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1). 

이 프로세서는 각각 64 비트 크기의 명령어, 데이터 AXI  Master 

인터페이스를 통해 SCU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5.2.2 Level 1 Caches 

L1 캐시라인은 모두 32 바이트, 8 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4-way set 

associative 방식으로 캐싱을 합니다. L2 캐시와는 달리 lock-down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PS 에는 IOP 블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PS 에는 DDR2/3/LPDDR2 메모리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징크 내부에는 여러 개의 블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에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PS 에서 마스터로 동작할 수 있는 곳을 차례대로 꼽아보고 

슬레이브로 동작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2 개의 프로세서가 AXI Interconnector 의 마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2 개의 프로세서가 직접 AXI Interconnector 의 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스누프 콘트롤러 (Snoop Controller, SCU)를 통해서 L2 



캐시 콘트롤러를 통해서 억세스 합니다.  

그래서 AXI Interconnector 입장에서는 L2 캐시 콘트롤러가 마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자에서 캐시 콘트롤러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프로세서가 또 마스터 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프로세서에서 SCU 로 SCU 에서 L2 캐시 컨트롤러로, 

컨트롤러에서 다시 인터커넥터로 인터커넥터에서 다시 메모리 

컨트롤러와 PL 에 있는 슬레이브 포트 쪽으로 신호들이 쭉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블록을 한 개씩 건널 때마다 많은 레이턴시가 추가되지만 

어찌되었건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억세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면  PS/APU 에 있는 DMA 도 

마스터가 AXI Interconnector 의 마스터가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PS/APU/DMA(1) 가 몇개의 인터커넥터를 2 개 또는 3 개의 인터커넥터를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DDR2/3/LPDDR2 메모리 콘트롤러나 OCM 

메모리 그리고 IOP 에 있는 여러 슬레이브들에게도 데이터를 전달 할 수 

있는 데이터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또다른 마스터로서 IOP 에 있는 3 개의 주변장치는 때때로 마스터 

동작을 합니다. SD/USB/GigabitEthernet (2)도 마찬가지로 몇개의 

인터커넥터를 통해 PS/APU/DMA 와 같은 종류의 슬레이브들을 억세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은 PL 에서 PS 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HP 포트가 있습니다.  HP 포트는 메모리를 억세스할 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인터커넥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개의 마스터를 여러 종류의 슬레이브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징크 내부에는 인터커넥터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터커넥터 갯수나 어디서 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연결되는 가를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크의 

여러 특징들을 잘 살려서 최대의 성능을 내야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레이턴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몇십개의 클럭 싸이클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면 인터커넥터에 연결된 각종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Chapter 6. Application Processing Unit (APU) 

6.1 APU에 대한 이해 

징크에 있어서 APU 는 PS 블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U 내부에는 Dual 

CortexA9 뿐 아니라 프로세서가 고속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한 여러 블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6.2 Dual CortexA9  

데이터 쉬트를 찾아보니 징크에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ARM Version 7 ISA: Standard ARM instruction set and Thumb®-2, Jazelle® RCT and Jazelle 
DBX Java™ acceleration.  

이 프로세서는 ARM Version 7 에 정의된 명령어 셋트를 이용 한다고 합니다. 그밖에 

Thumb 코드를 지원 합니다. 



 

두개의 프로세서는 서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하나의 OS 가 두 

개의 프로세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Standalone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두개의 프로세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 합니다. 하지만 

OS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서에는 OS 를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에는 

독립적인 Standalone 프로그램을 사용거나, 두개의 프로세서를 모두 OS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각 프로세서는 2.5 DMIP/MHz per processor 성능을 가지고 있고 모두 하버드 

아키텍쳐를 가지고 있어서 명령어를 읽는 버스와 데이터를 읽는 버스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L1 캐시도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 따로 따로 16Kbyte 씩 

존재하며  L1 캐시의 코히어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누프 콘트롤러가 존재 합니다. 

동작 주파수는 667, 733, 800Mhz 로 징크 스피드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6.2.1 Out of Order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는 기계어가 배치된 순서로 실행하지만 CortexA9 는 필요에 따라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명령어의 순서를 

바꿔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행중에 참고하는 레지터스의 값이 바로 이전에 실행하던 명령어의 

결과에 의존적이라 라고 하면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은 잠시 stall 되어야 하는데 

명령어의 배치를 프로세서가 판단했을 때 파이프라인을 stall 시키지 않는 명령어가 

근처에 있으면 그것을 먼저 실행해 프로세서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 입니다. 

6.2.2 Non-blocking memory system with load-store forwarding 

프로세서가 다음과 같은 명령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add++; 

간단한 코드 이지만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먼저 

프로세서는 add 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 L1 캐시를 쳐다 봅니다. 다행이 

있으면 L1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프로세서에 있는 레지터스에 복사하고, 값을 

증가시키고 다시 해당되는 어드레스에 복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L1 캐시에서 

가져왔으니까 L1 캐시의 해당 캐시 라인을 갱신 합니다. 

만일 L1 캐시에 없다면 L2 캐시를 아니면 외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문제는 요 때 발생하는데 데이터를 메모리로 옮기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입니다. 프로세서가 매번 이런 작업을 하게 되다면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세서가 해당되는 값을 나중에 버스가 한가할 때 update 함으로써 

프로세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2.3 Super-scalar instruction pipeline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는 fetch / decode / exe 라는 세가지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수행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프로세서는 exe (execution, 실행로직) 블록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2 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아니다 3 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rtexA9 는 모두   

 

6.2.4 Speculative execution  

프로세서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실행한다고 가정 합니다. 

if(a) { 

a=3; 

} 

else { 

a=4; 

} 

a 에다 3 을 복사해야 하는지 4 를 복사해야 하는지는 a 값이 뭐다 라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프로세서의 파이프라인이 stall 되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프로세서는 일단 a=3 이라고 가정을 하고 파이프라인에 

명령어를 fetch 에 넣습니다.  그런데 실재 if 조건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프로세서에 이런 if 문 조건을 계속 감시하는 히스토리 버퍼가 있어 흔히 말해 

찍어서 맞출 확율이 굉장히 높아 집니다. 

6.3 NEON / FPU 

 NEON 이라는 SIMD 명령어 처리가 가능한 NEON 코프로세서 및 싱글, 더블 플로팅 

연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SIMD 라는 것은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의 뜻으로 

같은 연산을 해야하는 여러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프로세서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명령어로 여러개의 데이터에 대해 같은 연산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SIMD 가 아주 유용한 곳은 주로 영상처리 하는 곳 같이 루프를 돌련서 배열 

값을 연산 하는 곳 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2 개의 그림은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서의 머신 싸이클 수와 SIMD 를 지원하는 프로세서가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첫번째 것은 로드, 연산, 저장하는게 모두 4 번씩 이루어지는 두번쨰 SIMD 

프로세서는 로드, 연산, 저장이 단 한번에 끝납니다. (아래 2 개의 그림은 

http://en.wikipedia.org/wiki/SIMD 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S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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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1 캐시 

각 프로세서는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32Kbyte 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쉬를 L1 캐쉬라고 합니다. 이렇게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독립적인 캐쉬를 가지고 있으며서 외부에 메모리를 같이 억세스 할 경우에는 캐쉬 

코히어런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인 바로 스누프 

콘트롤러 입니다. 스누프 콘트롤러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1 캐시는 캐시의 hit rate 를 높이기 위해 4 way set associative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캐시 라인은 모두 8 개의 word 로 구성 됩니다. 그러니까 캐시를 fill 하거나 

flush 시킬 때는 모두 8 개의 word 단위로 된다는 얘기 입니다.  

캐시라인을 flush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나와있지만 개발자 프로그램 

특성상 특정 데이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캐시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lockable 하다 라고 합니다. L1 캐시는 lockable 하지 않지만 L2 

캐시는 Lockable 합니다.  다음 그림은 L1 캐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4.1 Memory Management Unit (MMU) 

일반적으로 징크에서 OS 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Memory Management Unit 가 필요 

합니다. MMU 는 OS 에서 운용되는 여러 타스크가 사용하는 가상의 주소를 실제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standalone 형식의 프로그램에서는 MMU 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1 캐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MMU 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활성화 방법은 굳이 개발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초기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MMU 가 지원하는 페이지 크기는 16KB, 64KB, 1MB, 16MB 이며 TLB 는 모두 128 개를 

지원 합니다. 또한 명령어와 데이터를 위한 micro TLB 를 32 개 지원 합니다. 

MMU 가 비활성화 되면 L1 캐시도 비활성화되고 프로세서는 현재 명령이 완전히 끝날 

때가지 다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서의 성능이 많이 떨어 집니다.  

결론적으로 MMU 는 OS 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standalone 프로그램일 

때도 사용해야 합니다. 

6.5 스누프 콘트롤러 
 

스누프는 가장 큰 기능은 2 개 프로세서의 L1 캐시 중 데이터 캐시의 코히어런스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 개의 프로세서가 각각 같은 번지를 

캐싱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해당 되는 번지의 값을 바꾸게 되면 캐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프로세서가 우연히 같은 번지를 캐싱하고 

있었으면 두 번지값에 대해서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값을 캐시에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 스누프의 가장 큰 역할 입니다. 

스누프의 또다른 목적은 2 개의 프로세서가 OCM 을 억세스할 수 있도록 마스터 

포트를 제공하는 것과 L2 캐시를 억세스할 수 있는 마스터 포트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자연스럽게 OCM 이나 L2 캐시를 억세스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어드레스 필터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스누프에 대한 블록도 입니다. 

 

6.6 L2 캐시 

두 개의 프로세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L2 캐쉬가 있는 512Kbyte 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6.7 OCM (On Chip Memory) 
 

OCM 은 256KB 의 RAM 과 128KB 의 부트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CM 의 RAM 부분은 

스누프를 통해 2 개의 프로세서가 억세스할 수 있지만 부트롬은 개발자가 억세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OCM 은 하드웨어 특성상 메모리가 모두 128 bit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CM 을 억세스 할 때 기본 데이터 크기를 128 bit 로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기본적으로 OCM 은 64KB 단위로 구별되면 어드레스 범위는 0x000_0000 

~ 0x0003_FFFF, 0xFFFC_0000 ~ 0xFFFF_FFFF 로 쪼개져 있습니다. 리눅스를 사용하거나 

SLCR (System Level Control Register)를 통해 OCM 의 번지를 상위 번지로 옮기고 하위 

번지는 주로 DDR 메모리 콘트롤러가 사용 합니다. 

6.8 DMA 

PS 블록에는 DMA 콘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콘트롤러는 최대 8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대 8 개의 src 와 dest address 지정 할 수 있는다는 

얘기 입니다. 물론 SG DMA 를 지원하고 있으며 DMA 내부에는 MFIFO 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어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높여 줍니다. 8 개의 채널 중 4 개는 PS 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4 개는 PL 블록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실제 마스터는 1 개 

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최대 8 개의 마스터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스터가 각 채널의 요청 사항을 하나씩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블록도는 DMA 콘트롤러 내부 구조를 보여 줍니다. 모두 8 개의 채널이 있는 것과 

각 채널 마다 인터럽트를 요청하기 위한 인터럽트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6.9 인터럽트 콘트롤러, Generic Int Controller (GIC) 

GIC 는 여러개의 인터럽트 소스로 부터 인터럽트 request 를 받아 각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프로세서는 인터럽트를 nFIQ 라는 인터럽트와 nIRQ 라는 

인터럽트로 구별 합니다. 

인터럽트 콘트롤러는 현재 처리가 지연된 인터럽트 request 를 기억하고 있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request 부터 차례대로 처리 하고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request 에 대해서는 ID 번호가 낮은 request 를 먼저 처리 합니다. 

 

6.10 Private Timers 

각 프로세서는 각각 독립적인 타이머와 와치독 타이머가 있습니다. 와치독 타이머는 

프로세서가 정기적으로 와치독 타이머 내부에서 자동으로 증가하는 카운터 값을 

일정시간 동안 클리어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걸거나 

시스템을 리셋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6.11 Global Timers 

글로벌 타이머는 64 비트 카운터로 PERIPHCLK 에 의해서 동작 합니다. 이 타이머와 

별도로 각각 프로세서 자기만의 비교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글로벌 타이머가 특정 

값이 도달 했을 때 각각의 프로세서에 독립적으로 인터럽트를 걸 수 있습니다.  

6.12 Watchdog Timer 
 

각각의 프로세서는 독립적인 와치독 타이머가 있지만 그외에 추가로 와치독 타이머 

하나가 더 있어서 전체 시스템의 fault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와치독 타이머에 대한 블록도 입니다. 이 블록도에 의하면 와치독 

타이머는 참조하는 클럭의 소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fault 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Chapter 7. 타이머 인터럽트 사용법 

7.1.1 SCU 타이머를 이용한 타이머 인터럽트 

SCU 타이머는 PS 블록이 있기 때문에 따로 PL 블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Hello 

World 프로젝트에 sw_int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필요한 소스코드를 등록하면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메모리를 선택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약 1 초에 한번씩 화면에 ‘a’라는 문자를 출력 합니다. 다음 그림은 

터미널에 글자가 표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2 소스코드 설명 

다음 리스트는 주기적인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소스 코드의 일부 

입니다. 

 

1   #include "xparameters.h" 

2   #include "stdlib.h" 

3   #include "xscutimer.h" 

4   #include "xscugic.h" 

5   #include "xil_exception.h" 

6   #include "xil_printf.h" 

7    

8   #define TIMER_DEVICE_ID  XPAR_SCUTIMER_DEVICE_ID 

9   #define INTC_DEVICE_ID  XPAR_SCUGIC_SINGLE_DEVICE_ID 

10  #define TIMER_IRPT_INTR  XPAR_SCUTIMER_INTR 

11  #define TIMER_LOAD_VALUE  667000000 

12   

13   

14  int ScuTimerIntr(XScuGic *IntcInstancePtr, XScuTimer *TimerInstancePtr, 

15     u16 TimerDeviceId, u16 TimerIntrId); 

16   

17  static void TimerIntrHandler(void *CallBackRef); 

18   



19  static int TimerSetupIntrSystem(XScuGic *IntcInstancePtr, 

20      XScuTimer *TimerInstancePtr, u16 TimerIntrId); 

21   

22  static void TimerDisableIntrSystem(XScuGic *IntcInstancePtr, u16 TimerIntrId); 

23   

24  /************************** Variable Definitions *****************************/ 

25   

26  XScuTimer TimerInstance; /* Cortex A9 Scu Private Timer Instance */ 

27  XScuGic IntcInstance;  /* Interrupt Controller Instance */ 

28   

29  // global variables 

30  volatile unsigned int        SysTimerFlag = 0;           // flag is set when system 

timer has elapsed 

31   

43   

44  int main(void) 

45  { 

46   int Status; 

47   

48   /* 

49    * Call the interrupt example, specify the parameters generated in 

50    * xparameters.h 

51    */ 

52   Status = ScuTimerIntr(&IntcInstance, &TimerInstance, 

53      TIMER_DEVICE_ID, TIMER_IRPT_INTR); 

54   if (Status != XST_SUCCESS) { 

55   

56    return XST_FAILURE; 

57   } 

58   

59  // xil_printf("Successfully ran SCU Timer Interrupt Example Test\r\n"); 

60   return XST_SUCCESS; 

61  } 

62   

80  int ScuTimerIntr(XScuGic *IntcInstancePtr, XScuTimer * TimerInstancePtr, 

81     u16 TimerDeviceId, u16 TimerIntrId) 

82  { 

83   XScuTimer_Config *ConfigPtr; 

84      XStatus     Status;                     // variable to hold status info from level 

1 drivers 

85   

86   /* 

87    * Initialize the Scu Private Timer driver. 

88    */ 

89   ConfigPtr = XScuTimer_LookupConfig(TimerDeviceId); 

90   

91   /* 

92    * This is where the virtual address would be used, this example 

93    * uses physical address. 

94    */ 

95   Status = XScuTimer_CfgInitialize(TimerInstancePtr, ConfigPtr, 

96       ConfigPtr->BaseAddr); 

97   if (Status != XST_SUCCESS) { 

98    xil_printf("SCU Timer Interrupt Example Test Failed\r\n"); 

99    return XST_FAILURE; 

100  } 

101  xil_printf("Successfully ran SCU Timer Interrupt Example Test\r\n"); 

102  

103  /* 

104   * Connect the device to interrupt subsystem so that interrupts 

105   * can occur. 

106   */ 

107  Status = TimerSetupIntrSystem(IntcInstancePtr, 

108      TimerInstancePtr, TimerIntrId); 

109  if (Status != XST_SUCCESS) { 

110   return XST_FAILURE; 

111  } 

112  

113  /* 

114   * Enable Auto reload mode. 

115   */ 



116  XScuTimer_EnableAutoReload(TimerInstancePtr); 

117  

118  /* 

119   * Load the timer counter register. 

120   */ 

121  XScuTimer_LoadTimer(TimerInstancePtr, TIMER_LOAD_VALUE); 

122  

123  /* 

124   * Start the timer counter and then wait for it 

125   * to timeout a number of times. 

126   */ 

127  XScuTimer_Start(TimerInstancePtr); 

128  

129  while (1) { 

130  

131         while (SysTimerFlag == 0) 

132         { // background tasks 

133             // wait for 10msec elapsed 

134         } // background tasks 

135  

136         // main loop tasks executed every 10msec 

137         SysTimerFlag = 0;   // reset system loop time elapsed flag 

138  

139         xil_printf("a"); 

140  } 

141  

142  return XST_SUCCESS; 

143 } 

144  

161 static int TimerSetupIntrSystem(XScuGic *IntcInstancePtr, 

162          XScuTimer *TimerInstancePtr, u16 TimerIntrId) 

163 { 

164  int Status; 

165  XScuGic_Config *IntcConfig; 

166  

167  /* 

168   * Initialize the interrupt controller driver so that it is ready to 

169   * use. 

170   */ 

171  IntcConfig = XScuGic_LookupConfig(INTC_DEVICE_ID); 

172  if (NULL == IntcConfig) { 

173   return XST_FAILURE; 

174  } 

175  

176  Status = XScuGic_CfgInitialize(IntcInstancePtr, IntcConfig, 

177      IntcConfig->CpuBaseAddress); 

178  if (Status != XST_SUCCESS) { 

179   return XST_FAILURE; 

180  } 

181  

182  Xil_ExceptionInit(); 

183  

184  /* 

185   * Connect the interrupt controller interrupt handler to the hardware 

186   * interrupt handling logic in the processor. 

187   */ 

188  Xil_ExceptionRegisterHandler(XIL_EXCEPTION_ID_IRQ_INT, 

189     (Xil_ExceptionHandler)XScuGic_InterruptHandler, 

190     IntcInstancePtr); 

191  

192  /* 

193   * Connect the device driver handler that will be called when an 

194   * interrupt for the device occurs, the handler defined above performs 

195   * the specific interrupt processing for the device. 

196   */ 

197  Status = XScuGic_Connect(IntcInstancePtr, TimerIntrId, 

198     (Xil_ExceptionHandler)TimerIntrHandler, 

199     (void *)TimerInstancePtr); 

200  if (Status != XST_SUCCESS) { 

201   return Status; 

202  } 



203  

204  /* 

205   * Enable the interrupt for the device. 

206   */ 

207  XScuGic_Enable(IntcInstancePtr, TimerIntrId); 

208  

209  /* 

210   * Enable the timer interrupts for timer mode. 

211   */ 

212  XScuTimer_EnableInterrupt(TimerInstancePtr); 

213  

214  

215  /* 

216   * Enable interrupts in the Processor. 

217   */ 

218  Xil_ExceptionEnable(); 

219  

220  return XST_SUCCESS; 

221 } 

222  

237 static void TimerIntrHandler(void *CallBackRef) 

238 { 

239  XScuTimer *TimerInstancePtr = (XScuTimer *) CallBackRef; 

240  

241  SysTimerFlag = 1; 

242  

243  /* 

244   * Check if the timer counter has expired, checking is not necessary 

245   * since that's the reason this function is executed, this just shows 

246   * how the callback reference can be used as a pointer to the instance 

247   * of the timer counter that expired, increment a shared variable so 

248   * the main thread of execution can see the timer expired. 

249   */ 

250  if (XScuTimer_IsExpired(TimerInstancePtr)) { 

251   XScuTimer_ClearInterruptStatus(TimerInstancePtr); 

252  } 

253 } 

254 

 

7.1.3 헤더파일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헤더파일이 필요 합니다. 라인 3, 4, 5 번에서 

관련된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include "xscutimer.h" 

4   #include "xscugic.h" 

5   #include "xil_exception.h" 

 

7.1.4 타이머 주기를 결정 

타이머 인터럽트는 일정한 주기마다 호출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너무 짧게해서도 곤란하고 너무 길어도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타이머 인터럽트는 1ms ~ 10ms 

정도면 적당 합니다. 



현재 프로세서는 약 600Mhz 로 동작하기 때문에 약 600,000,000 정도 값을 정해주면 

약 1 초 마다 한번씩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4 을 보면 이 값을 667mhz 를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11  #define TIMER_LOAD_VALUE  667000000 

7.1.5 타이머 콘트롤러 등록 

타이머 콘트롤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TimerDeviceId 와 타이머 구조체인 

TimerInstancePtr 를 서로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라인 89, 95 를 보면 이런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89   ConfigPtr = XScuTimer_LookupConfig(TimerDeviceId); 

95   Status = XScuTimer_CfgInitialize(TimerInstancePtr, ConfigPtr, 

96       ConfigPtr->BaseAddr); 

7.1.6 타이머 속성 등록 

라인 116, 121, 127 을 보면 타이머 동작을 계속 반복 하도록 설정하고 타이머 상수를 

등록하는 방법 및 타이머를 동작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116  XScuTimer_EnableAutoReload(TimerInstancePtr); 

121  XScuTimer_LoadTimer(TimerInstancePtr, TIMER_LOAD_VALUE); 

127  XScuTimer_Start(TimerInstancePtr); 

7.1.7 인터럽트 콘트롤러 등록 
89   ConfigPtr = XScuTimer_LookupConfig(TimerDeviceId); 

95   Status = XScuTimer_CfgInitialize(TimerInstancePtr, ConfigPtr, 

96       ConfigPtr->BaseAddr); 

7.1.8 인터럽트 핸들러 등록 

라인 188, 197 은 타이머 인터럽트 번호와 인터럽트 핸들러를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라인 207 은 인터럽트 콘트롤러를 동작시키고 212 라인에서는 타이머가 정해진 

상수값에 도달하면 인터럽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인 218 은 프로세서가 인터럽트 요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188  Xil_ExceptionRegisterHandler(XIL_EXCEPTION_ID_IRQ_INT, 

189     (Xil_ExceptionHandler)XScuGic_InterruptHandler, 



190     IntcInstancePtr); 

197  Status = XScuGic_Connect(IntcInstancePtr, TimerIntrId, 

198     (Xil_ExceptionHandler)TimerIntrHandler, 

199     (void *)TimerInstancePtr); 

207  XScuGic_Enable(IntcInstancePtr, TimerIntrId); 

212  XScuTimer_EnableInterrupt(TimerInstancePtr); 

218  Xil_ExceptionEnable(); 

7.1.9 인터럽트 핸들러 

라인 237 에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러는 다른 일을 하지는 

않고 SysTimerFlag 에 1 을 기록 합니다. 

237 static void TimerIntrHandler(void *CallBackRef) 

238 { 

239  XScuTimer *TimerInstancePtr = (XScuTimer *) CallBackRef; 

240  

241  SysTimerFlag = 1; 

253 } 

그러면 라인 129 에 있는 무한루프에서 이 값이 1 이면 131 번 라인을 빠져 나온 후 

라인 137 번에서 해당 변수를 다시 0 으로 기록하고 화면에 ‘a’를 출력 합니다.  

129  while (1) { 

130  

131         while (SysTimerFlag == 0) 

132         { // background tasks 

133             // wait for 10msec elapsed 

134         } // background tasks 

135  

136         // main loop tasks executed every 10msec 

137         SysTimerFlag = 0;   // reset system loop time elapsed flag 

138  

139         xil_printf("a"); 

140  } 

 



Chapter 8. DDR2/3/LPDDR2 메모리 콘트롤러 

다음 그림은 징크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를 보여주는 DDR2/3/LPDDR2 메모리 

콘트롤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 2,3 번을 보면 메모리의 마스터가 모두 4 개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프로세서가 메모리 컨트롤러의 

마스터로 동작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죠.  

4 개의 포트 중 2 번으로 표시된 포트의 마스터는 APU 블록 입니다. 

4 개의 포트 중 1 번으로 표시된 포트의 마스터는 AMBA Switch 이지만 이 AMBA 

Switch 는 또 줄줄이 4 번으로 표시된 SDIO, USB, Ethernet 과 PL 쪽에서 설계된 

마스터들이 연결 됩니다. 

나머지 3 번으로 표시된 2 개의 포트는 또 다른 AMBA Switch 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스위치의 마스터는 6 번으로 표시된 PL 쪽에서 설계된 마스터와 연결 됩니다. 

같은 AMBA Switch 이지만 그 성격이 완전이 다르죠. 그래서 메모리 컨트롤러의 

1 번으로 표시된 AMBA Switch 보다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3 번에 연결된 AMBA 

Switch 가 더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PS 와 PL 은 5 번, 6 번으로 표시된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5 번에 표시된 

포트를 General Performance Port 라고 하고 6 번으로 표시된 포트를 High Performance 

Port 라고 합니다. 



 

그림 1 00650 

프로세서와 PL 에 개발자가 설계한 마스터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를 억세스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시 데이터 버퍼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하도록 해 

줍니다.  만약에 징크가 PS 와 PL 로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면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하나의 프로세서로 모든 처리를 다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프로세서 옆에 FPGA 나 ASSP 를 하나씩 달고 다닙니다. 문제는 이 

2 개의 칩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이냐? 이것이 문젠데? 정말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동안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겨우 겨우 흔히 말하는 인터페이스를 뚫어 놓게 된 것 입니다. 

어찌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bandwidth 가 높아지면, 그냥 그냥 간단히 PCB 에서 패턴만 

연결한다고 끝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고민을 한방에 날려버린 기능이 바로 5 번과 6 번 포트 입니다. 주고 받는 

프로토콜이 AXI4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AXI 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IP 를 수정없이 

그대로 각 포트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AMBA Switch 의 최대 동작 속도는 보통 기본 모드를 사용한다면 100Mhz 에서 

150Mhz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AXI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High Performace Port4 개와 General 

Performance Port 2 개 (General Port 는 모두 4 개 이지만 그 중 2 개는 프로세서가 사용 

합니다.)가 있기 떄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6 번에 표시된 여러 마스터는 AMBA Switch 를 통해 DDR2/3/LPDDR2 메모리 

콘트롤러를 억세스 하고 메모리 콘트롤러는 다시 메모리를 억세스해 PL 쪽에 있는 

데이터를 교환 합니다. 하지만 8 번을 보면 PL 에 설계된 마스터가 APU 내부에 있는 

OCM 과도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L 입장에서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이 2 가지가 있는 것지요.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과 내부 OCM 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되는 데이터의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OCM 은 APU 블록내에 있는 256KB 크기의 

메모리 입니다. 주로 FSBL (First Stage Boot Loader)에 의해서 사용되지만 나중에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외부 메모리에서 동작하면 OCM 은 온전히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사용 됩니다.  

OCM 은 그 크기가 외부 DDRx 메모리에 비해 용량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레이턴시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데이터를 프로세서와 로직이 교환할 때는 OCM 이 

상대적으로 유리 합니다. 

7 번 으로 표시된 마스터는 외부 메모리나 OCM 을 억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SCU 를 

통해 주로 L1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억세스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되는데 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L1 캐쉬는 프로세서가 특정 메모리를 공간을 억세스할 때마다 갱신되며 두개 

프로세서의 L1 캐쉬 코히이런스는 SCU (스누프)에 의해서 관리 됩니다. 프로세서는 



미리 정해진 메모리 공간을 억세스 해서 데이터를 갱신하면 그 이벤트가 스누프의 

의해 ACP 포트를 통해 PL 에 있는 ACP 마스터에 전달 됩니다.  

ACP 마스터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ACP 를 통해 L1 캐시에 갱신된 데이터를 전달 받고 

필요한 동작을 한 후에 그 값을 다시 ACP 포트를 통해 L1 캐시에 갱신하게 됩니다. 

만약 억세스 되는 번지가 L1 캐시에 없다면 스누프는 L2 캐시나 외부 메모리로 

데이터를 가지고 L1 캐시를 갱신한 후 ACP 포트에 알려줍니다. 그야말로 초특급 롱런 

레이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있다면 OCM 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 보다 

더 적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죠. 

메모리 컨트롤 앞에서 언급한 대로 3 종류의 메모리를 지원 합니다.  

12V LPDDR2, (400Mhz) 

1.8V DDR2 (400Mhz) 

1.5V DDR3 (533Mhz)  

메모리 컨트롤러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QoS (Quality of Service)를 지원 한다는 것 

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4 개의 포트 중 실시간성이 꼭 필요한 포트의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써 QoS 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메모리 콘트롤러는 데이터를 억세스 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긴 억세스가 있는 경우 다른 포트로 부터 데이터 억세스하는 것을 먼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를 놀리는 시간 없이 마스터가 계속 메모리 억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하나의 마스터가 메모리를 억세스하는데 필요로 하는 레이턴시를 

매번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안성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있어서 CRC 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징크 메모리 콘트롤러는 

기본적으로 16 비트 ECC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1bit error correction, 2bit error 

detecting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메모리 콘트롤러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걸어줘서 

메모리 ECC 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Chapter 9. MIO 

MIO 는 PS 블록에 있는 여러 주변장치와 징크 외부를 연결하기 위한 IO 블록 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1 번을 자세히 보면 IO MUX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IO MUX 는 모두 

54 개의 IO 를 가지고 있는데, 징크가 가지고 있는 주변장치의 모든 IO 갯수를 합친 것 

보다는 IO 숫자가 적기 떄문에 MUX 를 사용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Ethernet 같은 

경우에는 RGMI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신호는 대충 머리속에서 계산 해봐서 

모두 12 개 (RxD, TxD, RxC, TxC, CRS, DV,…4 + 4+ 1 + 1 + 1 + +  12 개 보다는 크죠) 라고 

하고 Ethernet 이 2 개 있으니까 24 개가 됩니다. 그리고 32Bit GPIO. 연결하면 56 개가 

되는데 이러면 당근 54 개의 IO 와 연결하려면 선택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MUX 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54 개 이상의 IO 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 그림에서 

2 번으로 표시된 EMIO 를 사용해 PL 의 IO 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MIO 에 대해서 XPS 화면에서 바라본 내용 입니다. 



9.1 MIO 핀설정 

9.1.1 QSPI 설정법 

QSPI 는 기본적으로는 1 개를 사용하지만 최대 2 개 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IO 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QSPI 의 클럭이 Feedback 되는 경우에는 MIO8 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QSPI 를 사용한다면 다른 SRAM/NOR 나 NAND FLASH 는 비활성화 

됩니다. 

 

9.1.2 SRAM/NOR 

QSPI 가 아닌 NOR 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른 주변장치에 비해서 MIO 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NOR 나 SRAM 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NOR 를 

컨피규레이션 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징크는 내부에 있는 콘트롤러가 부팅할 때는 NOR 를 사용하고 같은 

핀으로 타이밍만 다른 SRAM 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 개 

ChipSelect 가 나와야 하는데 MIO 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9.1.3 NAND 

NAND 를 사용할 경우에는 8 비트 모드와 16 비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1.4 UART 

다음은 UART 에 대한 핀할당 방법 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UART 는 2 개의 핀을 

쌍으로 정하는데 EMIO 로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UART 가 

MIO 의 임의의 핀에 모두 할당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 MIO8,9 

MIO12,13 과 같이 연속해서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5 Ethernet 

이더넷의 경우에는 MIO 또는 EMIO 로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MIO 로 연결할 

때는 핀수의 제한 때문에 RGMII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EMIO 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9.1.6 USB 

USB 는 MIO 만 사용 가능 합니다. USB0 과 USB1 에 해당하는 핀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USB0 은 MIO 핀 28 번부터 39 번까지 

사용 합니다. 



 

만일 2 개의 USB 를 모두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UART 와 충돌이 

발생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UART2 개가 겹쳤다고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UART 용 핀을 다른 MIO 로 변경해야 합니다. 

 

9.1.7 Timer, PJTag, GPIO 

Trace32 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 CortexA9 을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PJTag 이 필요 

합니다. PJTag 은 EMIO 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Z702 보드에는 PJtag 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GPIO 를 선택하면 사용하지 않는 모든 MIO 는 GPIO 를 통해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Chapter 10. AMP mode 두개의 프로세서를 

running하는 방법 

2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경우 하나의 프로세서는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능을 

처리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기능을 처리 합니다.  

징크 내부에도 2 개의 프로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방법이 가능한데 이번 

예제에서는 간단히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싱크 신호를 주고 받으며 간단히 

메세지를 출력하는 데모를 살펴 보겠습니다. 

10.1.1 내부 블록 구성 

2 개의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서로 다른 번지에서 실행 합니다. 

여기서 프로세서는 DDR3 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PS 블록에 있는 OCM 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첫번째 어플리케이션은 0x0100_0000 에 위치하고 두번째 것은 0x0200_0000 번지에 

위치 합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외부 메모리로 하지 않고 OCM 을 사용하기 때문에 

OCM 을 초기화 할 때 MMU 테이블을 조정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현재 런타임시에 

하지 않고 TCL 을 사용해서 조정 하도록 합니다.  

10.1.2 CortexA9_0, 소프트웨어 작성 

다음 그림과 같이 새로 프로젝트를 작성 합니다. 이미 CortexA9_0 에 대한 BSP 는 

만들어져 있으므로 기존 BSP 를 그대로 사용 합니다. 

  



 

 

링커스크립터를 선택해서 오픈한 후 ps7_ddr0_s_axi_baseaddr 의 base address 와 size 

다음 그림과 같이 맞추 줘야 합니다. 

 

다음 리눅스는 수정된 링커스크립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EMORY 

{ 

   ps7_ddr_0_S_AXI_BASEADDR : ORIGIN = 0x00100000, LENGTH = 0x0FF00000 

   ps7_ram_0_S_AXI_BASEADDR : ORIGIN = 0x00000000, LENGTH = 0x00030000 

   ps7_ram_1_S_AXI_BASEADDR : ORIGIN = 0xFFFF0000, LENGTH = 0x0000FE00 

} 

 

 



10.1.3 CortexA9_1, 소프트웨어 작성 

이제 두번째용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BSP 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Xilinx Board Support Package 를 선택 합니다. 

 

새로운 BSP 는 CortexA9_1 용 이기 때문에 첫번째 그림에 있는 것 처럼 CPU 는 

ps7_cortexa9_1 을 선택 합니다. 그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amp_hello_world_1 로 정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링커 스크립터에서 ORIGIN 을 0x0020_0000 으로 수정 합니다. 

MEMORY 

{ 

   ps7_ddr_0_S_AXI_BASEADDR : ORIGIN = 0x00200000, LENGTH = 0x0FF00000 

   ps7_ram_0_S_AXI_BASEADDR : ORIGIN = 0x00000000, LENGTH = 0x00030000 

   ps7_ram_1_S_AXI_BASEADDR : ORIGIN = 0xFFFF0000, LENGTH = 0x0000FE00 

} 

 

10.1.4 Amp_hello_world_0.c 

다음 리스트는 CortexA9_0 에서 운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1   /* 



2    * Copyright (c) 2009 Xilinx, Inc.  All rights reserved. 

3    * 

4    * Xilinx, Inc. 

5    * XILINX IS PROVIDING THIS DESIGN, CODE, OR INFORMATION "AS IS" AS A 

6    * COURTESY TO YOU.  BY PROVIDING THIS DESIGN, CODE, OR INFORMATION AS 

7    * ONE POSSIBLE   IMPLEMENTATION OF THIS FEATURE, APPLICATION OR 

8    * STANDARD, XILINX IS MAKING NO REPRESENTATION THAT THIS IMPLEMENTATION 

9    * IS FREE FROM ANY CLAIMS OF INFRINGEMENT, AND YOU ARE RESPONSIBLE 

10   * FOR OBTAINING ANY RIGHTS YOU MAY REQUIRE FOR YOUR IMPLEMENTATION. 

11   * XILINX EXPRESSLY DISCLAIMS ANY WARRANTY WHATSOEVER WITH RESPECT TO 

12   * THE ADEQUACY OF THE IMPLEMENT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3   * ANY WARRANTIES OR REPRESENTATIONS THAT THIS IMPLEMENTATION IS FREE 

14   * FROM CLAIMS OF INFRINGEMENT,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15   *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16   * 

17   */ 

18   

19  /* 

20   * helloworld.c: simple test application 

21   */ 

22   

23  #include <stdio.h> 

24  #include "platform.h" 

25  #include "xpseudo_asm_gcc.h" 

26  #include "xil_types.h" 

27  #include "xil_mmu.h" 

28   

29  #define sev() __asm__("sev") 

30  #define CPU1HANDOVERADR (*(volatile unsigned long *)(0xfffffff0)) 

32  #define COMM_VAL    (*(volatile unsigned long *)(0xFFFF0000)) 

33   

34  void print(char *str); 

35   

36  int main() 

37  { 

38      init_platform(); 

39   

40      Xil_SetTlbAttributes(0xFFFF0000,0x14de2); // S=b1 TEX=b100 AP=b11, Domain=b1111, 

C=b1, B=b1 (Write-Back, no Write-Allocate) 

41   

42      print("CPU0: setting shm to 0\n\r"); 

43      COMM_VAL = 0; 

44   

45      print("CPU0: writing startaddress for cpu1\n\r"); 

46      CPU1HANDOVERADR = 0x00200000; 

47      dmb(); 

48   

49      print("CPU0: sending the SEV to wake up CPU1\n\r"); 

50      sev(); 

51   

52   

53      while(1){ 

54       print("CPU0: Hello World CPU 0\n\r"); 

55       COMM_VAL = 1; 

56       while(COMM_VAL == 1); 

57      } 

58      cleanup_platform(); 

59   

60      return 0; 

61  }  

62 

OCM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MU 테이블에서 값을 바꿔줘야 2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에서는 OCM 의 0xFFFF_0000 번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라인 40 번에서 MMU Setting 을 합니다. 



40      Xil_SetTlbAttributes(0xFFFF0000,0x14de2); // S=b1 TEX=b100 AP=b11, Domain=b1111, 

C=b1, B=b1 (Write-Back, no Write-Allocate) 

 

프로세서가 특정 메모리를 억세스할 때 메모리 억세스가 끝나는 시점과 코드가 

끝나는 시점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눈에 보이는 코드의 순서대로 코드를 실행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순서도 

바꿔가면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억세스 동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dmb 라는 

명령을 사용 합니다. 

여기서는 라인 46, 47 에서 특정 메모리의 동작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기능 때문에 dmb 를 사용 했습니다. 

46      CPU1HANDOVERADR = 0x00200000; 

47      dmb(); 

CortexA9_1 은 현재 sleep 상태에서 event 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Event 가 

발생하면 CortexA9_1 은 0xFFFF_FFFF0 에 있는 벡터 값을 가지고 PC 를 초기화 합니다. 

따라서 CortexA9_0 는 0xFFFF_FFFF0 에 0x0020_0000 값을 쓰고 이벤트를 날려야 

합니다. 

라인 46 을 보면 0xffff_ffff0 에 0x0020_0000 을 쓰고 라인 50 번에서 event 를 날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0  #define CPU1HANDOVERADR (*(volatile unsigned long *)(0xfffffff0)) 

46      CPU1HANDOVERADR = 0x00200000; 

50      sev(); 

 

라인 53~57 를 보면 CortexA9_0 는 일단 터미날에 출력하고 COMM_VAL 을 1 로 정의 

합니다. 그리고 CortexA9_1 이 이 값을 다시 0 으로 바꿀 때 까지 기다립니다. 

53      while(1){ 

54       print("CPU0: Hello World CPU 0\n\r"); 

55       COMM_VAL = 1; 

56       while(COMM_VAL == 1); 

57      } 



 

10.1.5 Amp_hello_world_1.c 

다음 리스트는 CortexA9_1 에서 운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1   /* 

2    * Copyright (c) 2009 Xilinx, Inc.  All rights reserved. 

3    * 

4    * Xilinx, Inc. 

5    * XILINX IS PROVIDING THIS DESIGN, CODE, OR INFORMATION "AS IS" AS A 

6    * COURTESY TO YOU.  BY PROVIDING THIS DESIGN, CODE, OR INFORMATION AS 

7    * ONE POSSIBLE   IMPLEMENTATION OF THIS FEATURE, APPLICATION OR 

8    * STANDARD, XILINX IS MAKING NO REPRESENTATION THAT THIS IMPLEMENTATION 

9    * IS FREE FROM ANY CLAIMS OF INFRINGEMENT, AND YOU ARE RESPONSIBLE 

10   * FOR OBTAINING ANY RIGHTS YOU MAY REQUIRE FOR YOUR IMPLEMENTATION. 

11   * XILINX EXPRESSLY DISCLAIMS ANY WARRANTY WHATSOEVER WITH RESPECT TO 

12   * THE ADEQUACY OF THE IMPLEMENT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3   * ANY WARRANTIES OR REPRESENTATIONS THAT THIS IMPLEMENTATION IS FREE 

14   * FROM CLAIMS OF INFRINGEMENT,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15   *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16   * 

17   */ 

18   

19  /* 

20   * helloworld.c: simple test application 

21   */ 

22   

23  #include <stdio.h> 

24  #include "platform.h" 

25  #include "xil_types.h" 

26  #include "xil_mmu.h" 

27   

28  #define COMM_VAL    (*(volatile unsigned long *)(0xFFFF0000)) 

29   

30  void print(char *str); 

31   

32   

33  int main() 

34  { 

35   

36      init_platform(); 

37      Xil_SetTlbAttributes(0xFFFF0000,0x14de2); // S=b1 TEX=b100 AP=b11, Domain=b1111, 

C=b1, B=b1 (Write-Back, no Write-Allocate) 

38   

39   print("CPU1: Waiting for EVENT\n\r"); 

40   

41      while(1){ 

42       while(COMM_VAL == 0){}; 

43       print("CPU1: Hello World CPU 1\n\r"); 

44       COMM_VAL = 0; 

45   

46      } 

47      cleanup_platform(); 

48   

49      return 0;  

50  } 

51    



현재 이 CortexA9_1 는 아무 것도 아닌 sleep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입니다. 

CortexA9_0 가 이벤트를 날려줘야 그때 깨어나서 필요한 벡터값을 읽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것 입니다. 

라인 37 을 보면 마찬가지로 OCM 을 억세스 하기 위한 MMU 세팅을 합니다. 

37      Xil_SetTlbAttributes(0xFFFF0000,0x14de2); // S=b1 TEX=b100 AP=b11, Domain=b1111, 

C=b1, B=b1 (Write-Back, no Write-Allocate) 

라인 41~44 까지 보면 COMM_VAL 값이 1 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1 이면 문자열을 

출력하고 COMM_VAL 값을 0 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COMM_VAL 을 통해 서로 자기의 메세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2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Z702 보드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ortexA9_1 에 해당하는 ELF 을 BIN 파일로 수정 합니다. BIN 파일로 수정하려면 arm-

xilinx-eabi-objcopy 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Shell 을 실행해야 합니다. 

 

Shell 이 실행 된 후에는 ELF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arm-xilinx-eabi-objcopy –O binary 

amp_hello_world_1.elf amp_hello_world_1.bin 명령어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10.1.6 TCL분석 

다음 리스트는 2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TCL 소스 코드 입니다.  

1   #cd 

/01_work/04_training/EmbSysSoft/labs/lab1/lab1.srcs/sources_1/edk/system/SDK/workspace_amp 

2   #source system_hw_platform/ps7_init.tcl 

3    

4   puts "writing dead loop for cpu 1 start" 

5   connect arm hw -debugdevice cpunr 2 

6   mwr 0xFFFFFF00 0xe3e0000f 

7   mwr 0xFFFFFF04 0xe3a01000 

8   mwr 0xFFFFFF08 0xe5801000 

9   mwr 0xFFFFFF0C 0xe320f002 

10  mwr 0xFFFFFF10 0xe5902000 

11  mwr 0xFFFFFF14 0xe1520001 

12  mwr 0xFFFFFF18 0x0afffffb 

13  mwr 0xFFFFFF1C 0xe1a0f002 

14  rwr pc 0xFFFFFF00 

15  con 

16  disconnect 65 

17  puts "writing dead loop for cpu 1 completed" 

18   

19  puts "ps7 init start" 

20  connect arm hw 

21   

22  #source system_hw_platform/ps7_init.tcl 

23   

24  dow zynq_fsbl_0/Debug/zynq_fsbl_0.elf 

25  con 

26  exec sleep 3 

27  stop 

28  puts "ps7 init completed" 

29   

30  #connect arm hw -debugdevice cpunr 1 

31  puts "download amp_hello_world_1.bin to 0x00200000 start" 

32  dow -data amp_hello_world_1/debug/amp_hello_world_1.bin 0x00200000 

33  puts "download amp_hello_world_1.bin to 0x00200000 completed" 

34  dow amp_hello_world_0/debug/amp_hello_world_0.elf 

35  con 

36 



먼저 TCL 에서 문자열을 출력하려면 puts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 합니다.  

4   puts "writing dead loop for cpu 1 start" 

라인 6~13 번은 CortexA9_1 을 위한 loop 코드를 기계어 형식으로 바꾸어 메모리에 

저장 합니다. 

6   mwr 0xFFFFFF00 0xe3e0000f 

7   mwr 0xFFFFFF04 0xe3a01000 

8   mwr 0xFFFFFF08 0xe5801000 

9   mwr 0xFFFFFF0C 0xe320f002 

10  mwr 0xFFFFFF10 0xe5902000 

11  mwr 0xFFFFFF14 0xe1520001 

12  mwr 0xFFFFFF18 0x0afffffb 

13  mwr 0xFFFFFF1C 0xe1a0f002 

그리고 나서 Program  Counter 레지터스를 강제로 0xFFFF_FF00 으로 바꾸어 주고 실행 

시킵니다. 

14  rwr pc 0xFFFFFF00 

15  con 

라인 20 번에서 CortexA9_0 와 XMD 를 연결하고 라인 24 번에서 first stage boot 

loader 를 OCM 에 복사 한 후 실행 합니다. 

20  connect arm hw 

24  dow zynq_fsbl_0/Debug/zynq_fsbl_0.elf 

25  con 

26  exec sleep 3 

27  stop 

라인 32,34 에서 2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는 번지에 다시 다운로드 합니다. 

bin 파일에는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번지에 

다운로드 해야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반면 ELF 는 내부에 여러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라인 35 에서 CortexA9_0 를 실행 합니다. 

32  dow -data amp_hello_world_1/debug/amp_hello_world_1.bin 0x00200000 

34  dow amp_hello_world_0/debug/amp_hello_world_0.elf 

35  con 

다음 그림을 TCL 을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화면 입니다. 



 

다음 그림은 2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1. 주변장치들 

징크 내부에 있는 여러 주변장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번을 보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하는 주변장치가 쭉 늘어서 있네요. 2 번에는 static memory 

controller 가 있습니다.  주변 장치들을 살펴보면 SPI 부터 GigE 까지 각각 2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주변장치 중에 AMBA Switch 의 마스터로 동작할 수 있는 

SDIO/USB/GigE 는 모두 DMA 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들 DMA 는 Scatter Gather Mode 를 

지원하는 DMA 입니다.  

 

그림 2 00350 

11.1 Ethernet 

Ethernet 의 경우에는 현재 10Mbps, 100Mbps, 1000Mbps 모두 지원 합니다. 



11.2 USB 

USB 에 대한 프로토콜과 사용방법 및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은 

데이터를 참고해야 하지만 징크에 있는 USB 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징크는 2 개의 USB2.0 IP 가 있는데 Low, Full, High speed 모두 

지원하고 있고 OTG(On-The-Go) 프로토콜도 지원 합니다. 서로 각각 다른 모드로 

셋팅할 수 있습니다. OTG 라는 프로토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Device 모드, Host 

모드  두가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 Protocol Stack 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Device 

모드로 사용할 때는 Host 의 요청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지만 Host 모드로 사용한다면 

각종 Device 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USB 를 관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USB Protocol 

Stack 입니다.  

따라서 Standalone 모드에서는 USB 를 잘 사용하지는 않고 리눅스와 같은 OS 를 

사용하는 경우 자일링스는 관련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Host 모드로 사용할 때는 최대 12 개의 EndPoint 를 연결할 수 있으며 USB 코어 내부에 

DMA 가 들어가 있어서 프로세서의 간섭없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1.3 SD-SDIO 

일반적으로 SD 메모리 카드를 징크용 저장매체로 사용할 때 필요한 메모리 콘트롤러 

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QSPI, NAND, NOR 는 개발자가 3 가지중 어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사용하지만 SD-SDIO 은 개발자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가면 QSPI, NAND, NOR 는 IO 를 공유하기 때문에 3 가지중 어느 한가지만 

사용해야 하지만 SD-SDIO 는 다른 MIO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리눅스와 같이 이미지가 큰 경우에는 다른 QSPI, NAND, NOR 를 사용하지 않고 SD-

SDIO 만을 사용해 부팅할 수 있습니다. SD-SDIO 에 FPGA 컨피규레이션 데이터 까지 

저장해 둔다면 별다른 플레시 메모리 솔루션이 필요하지는 않게 됩니다. 

SD-SDIO 에는 자체적으로 DMA 콘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1.4 Static memory controller 

징크에 플레시 메모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콘트롤러로서 NOR, NAND, QSPI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R 플레시 메모리야 지금까지 BPI 컨피규레이션 모드(자일링스 

FPGA 는 일반 플레시 메모리를 컨피규레이션 용도로 사용 합니다. 이때 8 비트 또는 

16 비트 플레시 메모리를 사용해 컨피규레이션 방법을 BPI 컨피규레이션 모드라고 

합니다.) FPGA 설계자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부품 입니다. 

SMC (Static Memory Controller)는 기본적으로 2 개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BPI 플레시 메모리이고 다른 것은 NAND 플레시 메모리 입니다. 

다음 그림은 SMC 내부 블록도 입니다. 



 

11.4.1 NOR 플레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쉬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핀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FPGA 개발자들이 

조금은 불편해 했던 디바이스 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데이터 비트수가 16 개이고 

어드레스 핀이 보통 23 개 정도 되면 16 + 23 + RD + CS 등등 FPGA 에 연결되는 놈만 

보더라도 41 개… 8 비트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33 개, 그러면 54 개의 IO 

MUX 에서 한 2/3 정도 사용하죠. 그래서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NOR 는 징크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플레시 메모리는 아닙니다. 

11.4.2 NAND 플레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NAND 플레시 메모리는 어드레스와 데이터 핀을 서로 같은 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는 핀수가 NOR 플레시 메모리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NAND 는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같은 IO 에서 나오고 ALE (Address Latch Enable) 신호가 있어서 

현재 어드레스가 나오고 있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등을 구분해 줍니다. NOR 플레시 

메모리 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MIO 를 설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핀이 아닙니다. 

11.4.3 QSPI 플레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QSPI 에서 Q 는 Quad 를 의미 합니다.  이 말은 4 개의 SPI 플레시 메모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데이터 비트수가 4 개이고 SPI 프로토콜을 가지는 플레시 메모리 입니다. 

속도도 도 빠르고 무엇보다 핀 수가 적기 때문에 징크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QSPI 를 

가장 좋아 한답니다. 



QSPI 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데이터 쉬트를 참고하도록 하고 

몇가지 대표적인 특징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최대 QSPI 의 

크기는 16MB 이고 동작 주파수는 100Mhz 입니다. 이 정도 속도를 실제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DMA 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PL 용 컨피규레이션 데이터를 빨리 

읽어야 할 때 프로세서로 QSPI 를 억세스하는 것 보다는 DMA 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QSPI 콘트롤러는 최대 2 개의 QSPI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MIO 를 자세히 살펴보면 

QSPI 에 대한 CS 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2 개의 QSPI 를 사용할 수 있도록 MIO 를 

조정하면 최대 32MB 까지 어드레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은 캐싱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Read Only 속성이 있는 프로그램 같은 섹션들이 이곳에 위치하도록 

이미지를 만들면 외부에 DRAM 을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QSPI 가 캐싱이 

되려면 32bit, word-aligned 되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징크와 QSPI 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블록도 입니다. 하나의 QSPI 를 

사용하는 경우와 2 개의 QSPI 를 따로 따로 연결한 경우, 2 개의 QSPI 를 사용하지만 

데이터 버스를 공유해서 사용해 MIO 의 핀수를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QSPI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11.5 SPI 

SPI 는 앞에서 언급한 QSPI 와는 다른 콘트롤러 입니다. SPI 를  

11.6 I2C 

대표적인 시리얼 인터페이스 중 하나인 I2C 콘트롤러 2 개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16 바이트의 FIFO 가 있습니다. 현재 Spec 2.0 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normal, 

fast data rate 방식을 지원 합니다.  

다음 그림은 I2C 에 대한 블록도 입니다.  이 블록도에 의하면 I2C 는 일반적으로 

MIO 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EMIO 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7 UART 

UART 는 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이 사용하는 터미널 억세스용 IP 입니다. 징크에 

있는 UART 는 baud rate 를 바꿀 수 있고 내부에 있는 FIFO 의 크기도 Rx, Tx 모두 

32 바이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UART 는 여러 옵션들 예를 들어 Buad Rate 등은 UART 내부에 있는 레지터스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UART 에 대한 블록도 입니다  

 

11.8 CAN 

CAN 은 차량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장비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용 네트웍 입니다.  

다음 리스트는 징크에 있는 CAN 콘트롤러에 대한 스펙 입니다.  

■ CAN 2.0-A standard as defined by BOSCH  

■ CAN 2.0-B standard as defined by BOSCH  

■ ISO 118981-1 standard as defined by the ISO  

CAN 은 외부에 PHY 를 사용해야 하며 징크는 Rx, Tx 두개의 신호로 PHY 와 징크의 CAN 

콘트롤러를 연결 합니다. 일부 PHY 는 Rx, Tx 이외에 SDK 의 standalone 라이브러리를 

통해 프로그램이 가능 합니다. 

다음 그림은 CAN 에 대한 블록도 입니다. 



 

11.9 GPIO 

GPIO 는 프로세서가 특정한 IO 를 직접 on/off 할 수 있는 주변장치로 모두 4 개의 

뱅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 2 개의 뱅크는 MIO 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뱅크는 PL 블록에 사용 가능 합니다.  

  

MIO 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GPIO 의 최대 크기는 32 비트, 22 비트 이며 나머지 2 개의 

GPIO 는 각각 32 비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중에 입출력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입력으로 사용할 때 입력값의 변화가 있으면 인터럽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10 SGDMA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MA 는 Simple DMA 입니다. Simple DMA 는 Source, 

Destination, Length 를 정하고 나서 Start 신호를 주면 DMA 는 주어진 만큼 복사합니다. 

그런데…이렇게 간단한 DMA 기능으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순한 DMA 은 이더넷과 같이 패킷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프로토콜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DMA 입니다. 

이러한 DMA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DMA 가 Scatter Gather DMA 라고 하며 

SGDMA 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먼저 이더넷 프로토콜톨의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더넷은 데이터를 패킷 형태로 

주고 받지 않습니까?  패킷형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 

사이에 데이터 즉 페이로드 (payload)가 있는 형태 입니다. 그런데 이더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하나의 패킷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개의 

패킷으로 쪼개서 주고 받게 되죠. 그러니까 패킷이 여러개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걸 

나중에 한 덩어리로 조립을 해야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패키마다 Src, Dest, Length 를 지정하려면 프로세서가 꽤 많이 DMA 내부에 있는 

레지터스를 억세스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DMA 가 스스로 Src, Dest, Length 를 읽어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자료구조론에 의거한 쌍방향 선형 리스트 구조를 메모리에 적어 놔야 하는데 

하고 이 구조체 멤버들을 SGDMA 가 알아서 찾아가며 데이터를 옮기게 됩니다. 

프로세서는 단순히 SGDMA 가 어디에 얼만큼 옮겼는지만 알면되죠. 그러면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옮기거나 레지터스를 갱신한데 필요한 시간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Chapter 12. : PL에 GPIO를 사용하는 방법 

이번 랩에서는 실제 PL 블록에 새로운 로직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MIO 에 할당된 GPIO 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GPIO 가 필요하다나는 것을 

가정 합니다. 

12.1 GPIO 추가 

다음 그림과 같이 기존 프로젝트에서 system 을 선택 합니다. 

  

잠시후 XPS 가 실행되면 (1)  IP Catalog(2)을 선택 합니다. 여러 종류의 IP 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AXI General … IO (3)을 선택 하고 Add IP (4)를 선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LED 를 동작시킬 GPIO 가 PL 블록에 자동 추가 됩니다. 



 

GPIO 는 일반적으로 Input, Output 또는 Inout 으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일링스는 GPIO 에 채널이라는 개념을 통해 2 개의 32 비트 GPIO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데이터 폭을 8 비트(1)로 정합니다. (2)번을 보면 인터럽트와 

Enable Channel2 번이 보이는데 channel 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의 의미 입니다. 

인터럽트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 인터럽트는 GPIO 가 주로 input 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개념 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특정 값이 변했는지를 계속 관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가 해당 GPIO 의 input 포트를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값과 비교해서 값이 다르면 입력값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현재 GPIO 는 입력으로 사용할 때 입력값의 변화를 감지하는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의 변화가 있으면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걸어주게 됩니다.  

 



추가된 프로세서는 슬레이브로 동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마스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가 유일한 마스터 이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processing_system7_0”을 선택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프로세서가 마스터일 텐데 다음 그림을 보면 “User will 

make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징크로 시스템을 구현하다 보면 프로세서가 마스터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axi_gpio_0 이라는 gpio 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낮선 이름이 하나 등장 합니다. Axi_interconnect_1 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가 주변장치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필요 합니다. 물론 AXI 는 Point 2 

Point Connection 이라 어드레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서로 독립적인 connection 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보니 개발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connection 이라는 것은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에 데이터 전송이 매우 높아야 

하는 경우라면 유용하지만 gpio 나 uart 처럼 간단하게 레지터스 몇개 억세스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bus 가 훨씬 더 유리 합니다. 



그리고 자일링스는 AXI 를 AXI Full, AXI Light, AXI Stream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구현하는데 AXI Light 는 기존의 버스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 됩니다. 

정리하면 징크는 모두 2 개의 Master GP Port 와 2 개의 Slave GP Port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Master GP Port 를 Axi light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겠다는 뜻 

입니다. 

즉 GPIO 는 axi_interconnect_1 의 슬레이브로 동작하고 axi_interrconnect_1 은 

processing_system7_0 의 Master 포트의 슬레이브로 동작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기존 징크의 블록도 입니다. GP Port 4 개중 2 개가 Master 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2 XPS를 통해서 클럭, 리셋 공급 

다음 XPS 에서 “Port”탭을 선택했을 그림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는데 일단 GPIO 입장에서 동작 클럭은 어떻게 공급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징크는 PS 블록에서 PL 블록으로 모두 최대 4 개의 클럭과 4 개의 리셋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클럭의 이름을 FCLK_CLK# 라고 하고 리셋을 FCLK_RESET#_N 이라고 

합니다. FCLK_CLKTRIG#_N 은 clock enable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추가된 블록인 GPIO 와 axi_interconnect_1 이 필요로 하는 클럭과 리셋은 모두 PS 

블록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FCLK_CLK0 의 주파수는 50Mhz 로 기본값이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경우에 

개발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으면 어드레스가 있어야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XPS 의 “Address” Tap 을 보면 GPIO 용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할당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변경사항을 저장한 곳이 바로 MHS 파일 입니다. Project (1)를 선택하고 

system.mhs (2)를 선택하면 현재 추가된 포트 이름이(3,4)와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gpio_leds 는 개발자가 수정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한 이름으로 정하면 됩니다. 

 

12.3 DRC, Design Rule Checker 

MHS 파일을 수정한 이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Desing Rule Checker 를 통해 현재 MHS 

파일에 문법적인 에러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DRC 를 했을 때 출력되는 메세지이며 마스터와 슬레이브간의 

연결관계, 클럭 및 리셋 이상 여부 및 Port 의 연결관계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에 DONE 이라는 메세지를 출력 합니다.  

Running DRCs... 

Overriding IP level properties ... 

Computing clock values... 

Performing IP level DRCs on properties... 

Running DRC Tcl procedures for OPTION IPLEVEL_DRC_PROC... 

INFO: DDR Base and High address in current configuration is 0x00000000 and 0x3FFFFFFF 

respectively. 

 

INFO: You can modify the DDR address range accessed by Programmable Logic through the 

processing_system7 AXI slave interfaces. If MicroBlaze is a master on processing_system7 

AXI slave interfaces, please use the top half of the address range (Base Address = 

0x20000000; High Address = 0x3FFFFFFF). For all other master, any subset of the DDR address 

can be used. See Xilinx Answer 47167 for more information. 

 

Address Map for Processor processing_system7_0 

  (0x41200000-0x4120ffff) axi_gpio_0 axi_interconnect_1 

Checking platform address map ... 

Checking platform configuration ... 

IPNAME: axi_interconnect, INSTANCE: axi_interconnect_1 - 1 master(s) : 1 slave(s)  

Checking port drivers... 

Performing Clock DRCs... 

Performing Reset DRCs... 

Overriding system level properties... 

 

INFO: Setting C_RANGE_CHECK = ON for axi_interconnect axi_interconnect_1. 

 

Running system level update procedures... 

Running UPDATE Tcl procedures for OPTION SYSLEVEL_UPDATE_PROC... 

Running system level DRCs... 

Performing System level DRCs on properties... 

Running DRC Tcl procedures for OPTION SYSLEVEL_DRC_PROC... 

Done! 

이제는 합성할 차례 입니다. 기존 프로젝트는 PS 블록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작업이 필요 없지만 지금은 GPIO 를 PL 블록에 구현했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 합니다. 

PlanAhead 는 XPS 가 running 상태에서는 합성하지 않으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XPS 를 

종료 합니다. 

  



 

 

12.4 PlanAhead 합성 

여기서 잠깐 호흡을 한번 고르고 나서 합성이라는 것, PlanAhead, XPS 여러 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몇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HS 라는 파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일링스 툴 입장에서는 결국 

MHS 라는 것은 네트리스트로 바꿔야 하는데 이 작업은 PlanAhead 에서도 할 수 있고 

XPS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내부에서 호출하는 프로그램은 같은 것 입니다.  

다만 PlanAhead 에서 합성하게 되면 현재 생성된 네트리스트 파일의 날짜와 

system.mhs 파일간의 관계를 보고 필요하면 MHS 파일을 네트리스트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호출 합니다. 

MHS 파일에 익숙한 경우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MHS 파일에 DRC 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에러가 있다면 PlanAhead 는 에러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메세지를 출력 합니다. 

따라서 처음 자일링스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라면 다음 그림과 같이 

XPS 에서 네트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에러에 대처하는데 유리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GPIO 포트 8 비트짜리가 하나 추가되었으므로 system 이라는 

componet 의 입출력 포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Top file 파일이 필요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Creat Top 

HDL”을 선택 합니다. 

 

12.5 System_stub.VHD  

다음 리스트는 system 에 대한 포트가 정의된 소스 코드의 일부 입니다. 라인 33, 

62 번을 보면 gpio_leds 가 8 비트 추가되어 있고 라인 94 에서 포트 맵이 되어 

있습니다. 



1   ------------------------------------------------------------------------------- 

2   -- system_stub.vhd 

3   ------------------------------------------------------------------------------- 

4   library IEEE; 

5   use IEEE.STD_LOGIC_1164.ALL; 

6    

7   library UNISIM; 

8   use UNISIM.VCOMPONENTS.ALL; 

9    

10  entity system_stub is 

11    port ( 

12      processing_system7_0_MIO : inout std_logic_vector(53 downto 0); 

32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inout std_logic; 

33      gpio_leds : inout std_logic_vector(7 downto 0) 

34    ); 

35  end system_stub; 

36   

37  architecture STRUCTURE of system_stub is 

38   

39    component system is 

40      port ( 

41        processing_system7_0_MIO : inout std_logic_vector(53 downto 0); 

61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inout std_logic; 

62        gpio_leds : inout std_logic_vector(7 downto 0) 

63      ); 

64    end component; 

65   

66   attribute BOX_TYPE : STRING; 

67   attribute BOX_TYPE of system : component is "user_black_box"; 

68   

69  begin 

70   

71    system_i : system 

72      port map ( 

73        processing_system7_0_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74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91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92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93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94        gpio_leds => gpio_leds 

95      ); 

96   

97  end architecture STRUCTURE; 

98   

99 

PL 블록에 GPIO 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포트에 대한 핀정의가 필요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dd or Create Constr…”를 선택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새로은 UCF file 이름을 led_ucf 로 정합니다. 

 

Led_ucf 선택하고 8 개 포트에 대해서 핀할당을 다음 그림과 같이 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추가된 핀 정보로 LVCMOS18, LVCMOS25 로 정해져 있습니다  



# D15, D16, D17, D18, D19, D20, D21, D22 LEDs on the ZYNQ ZC702 board 

 

NET  gpio_leds<0>                LOC = V7   | IOSTANDARD=LVCMOS18; 

NET  gpio_leds<1>                LOC = W10  | IOSTANDARD=LVCMOS18; 

NET  gpio_leds<2>                LOC = P18  | IOSTANDARD=LVCMOS25; 

NET  gpio_leds<7>                LOC = E15  | IOSTANDARD=LVCMOS25; 

이제 PlanAhead 로 합성을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Generate Bitstream”을 선택 

합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 PlanAhead 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표시해 줍니다.  

 

무사히 합성이 끝났다면 PlanAhead 에서 현재 합성된 결과 파일을 Export 시켜 SDK 가 

합성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12.6 SDK를 통한 소프트웨어 수정 

하드웨어 정보, 여기서는 system.mhs 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BSP 에 

전달해야 합니다. 원래 SDK 로 Export 할 때 자동으로 갱신되어야 하는데 

EDK141 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BSP 를 

선택하면 BSP 가 갱신 됩니다. 



 

 

다음 리스트는 BSP 를 갱신할 때 나오는 메세지 라인 30 을 보면 GPIO 부분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make -k all  

2   libgen -hw ../system_hw_platform/system.xml\ 

3           \ 

4           -pe ps7_cortexa9_0 \ 

5           -log libgen.log \ 

6           system.mss 

7   libgen 

8   Xilinx EDK 14.1 Build EDK_P.15xf 

9   Copyright (c) 1995-2012 Xilinx, Inc.  All rights reserved. 

10   

11  Command Line: libgen -hw ../system_hw_platform/system.xml -pe ps7_cortexa9_0 

12  -log libgen.log system.mss  

13   

14   

15  Staging source files. 

16  Running DRCs. 

17  Running generate. 

18  Running post_generate. 



19  Running include - 'make -s include "COMPILER=arm-xilinx-eabi-gcc" 

20  "ARCHIVER=arm-xilinx-eabi-ar" "COMPILER_FLAGS= -O2 -c" 

21  "EXTRA_COMPILER_FLAGS=-g"'. 

22   

23  Running libs - 'make -s libs "COMPILER=arm-xilinx-eabi-gcc" 

24  "ARCHIVER=arm-xilinx-eabi-ar" "COMPILER_FLAGS= -O2 -c" 

25  "EXTRA_COMPILER_FLAGS=-g"'. 

26  "Compiling common" 

27  arm-xilinx-eabi-ar: creating ../../../lib/libxil.a 

28  "Compiling xadc" 

29  "Compiling standalone" 

30  "Compiling gpio" 

31  "Compiling devcfg" 

32  "Compiling dmaps" 

33  "Compiling scugic" 

34  "Compiling scutimer" 

35  "Compiling scuwdt" 

36  "Compiling uartps" 

37  "Compiling cpu_cortexa9" 

38  Running execs_generate. 

39  'Finished building libraries' 

40 

이렇게 추가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어드레스, 인터럽트, ID,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BSP / Include / xparameters.h 을 참고 해야 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xparameters.h 에 있는 GPIO 에 대한 정보 입니다.  

/******************************************************************/ 

 

/* Definitions for driver GPIO */ 

#define XPAR_XGPIO_NUM_INSTANCES 1 

 

/* Definitions for peripheral AXI_GPIO_0 */ 

#define XPAR_AXI_GPIO_0_BASEADDR 0x41200000 

#define XPAR_AXI_GPIO_0_HIGHADDR 0x4120FFFF 

#define XPAR_AXI_GPIO_0_DEVICE_ID 0 

#define XPAR_AXI_GPIO_0_INTERRUPT_PRESENT 0 

#define XPAR_AXI_GPIO_0_IS_DUAL 0 



그럼 GPIO 를 억세스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이 system.mss 를 선택하면 현재 사용 중인 주변장치와 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보여 줍니다. 

 

 

다음 리스트는 GPIO 를 억세스하기 위한 예제 코드의 일부 입니다. 실제 랩을 진행할 

때는 이 코드는 사용하지 않지만 GPIO 와 관련된 주요 함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참조하는 파일 입니다. 

68   

69  #include "xparameters.h" 

70  #include "xgpio.h" 

71   

72   

73  /************************** Constant Definitions *****************************/ 

74   

75  #define LED 0x01   /* Assumes bit 0 of GPIO is connected to an LED  */ 

76   

81  #define GPIO_EXAMPLE_DEVICE_ID  XPAR_LEDS_POSITIONS_DEVICE_ID 

82   

88  #define LED_DELAY     1000000 

89   

94  #define LED_CHANNEL 1 

95   

101 #ifdef PRE_2_00A_APPLICATION 

102  

103 /* 

104  * The following macros are provided to allow an application to compile that 

105  * uses an older version of the driver (pre 2.00a) which did not have a channel 

106  * parameter. Note that the channel parameter is fixed as channel 1. 

107  */ 

108 #define XGpio_SetDataDirection(InstancePtr, DirectionMask) \ 

109         XGpio_SetDataDirection(InstancePtr, LED_CHANNEL, DirectionMask) 

110  

111 #define XGpio_DiscreteRead(InstancePtr) \ 

112         XGpio_DiscreteRead(InstancePtr, LED_CHANNEL) 

113  

114 #define XGpio_DiscreteWrite(InstancePtr, Mask) \ 

115         XGpio_DiscreteWrite(InstancePtr, LED_CHANNEL, Mask) 

116  



117 #define XGpio_DiscreteSet(InstancePtr, Mask) \ 

118         XGpio_DiscreteSet(InstancePtr, LED_CHANNEL, Mask) 

119  

120 #endif 

121  

131  

132 XGpio Gpio; /* The Instance of the GPIO Driver */ 

133  

147 int main(void) 

148 { 

149  u32 Data; 

150  int Status; 

151  volatile int Delay; 

152  

156  Status = XGpio_Initialize(&Gpio, GPIO_EXAMPLE_DEVICE_ID); 

157  if (Status != XST_SUCCESS) { 

158   return XST_FAILURE; 

159  } 

160  

165  XGpio_SetDataDirection(&Gpio, LED_CHANNEL, ~LED); 

166  

167  /* Loop forever blinking the LED */ 

168  

169  while (1) { 

174   Data = XGpio_DiscreteRead(&Gpio, LED_CHANNEL); 

175  

181   if (Data & LED) { 

182    XGpio_DiscreteWrite(&Gpio, LED_CHANNEL, Data & ~LED); 

183   } else { 

184    XGpio_DiscreteWrite(&Gpio, LED_CHANNEL, Data | LED); 

185   } 

188  

189   for (Delay = 0; Delay < LED_DELAY; Delay++); 

195   Data = XGpio_DiscreteRead(&Gpio, LED_CHANNEL); 

201   if (Data & LED) { 

202    XGpio_DiscreteClear(&Gpio, LED_CHANNEL, LED); 

203   } else { 

204    XGpio_DiscreteSet(&Gpio, LED_CHANNEL, LED); 

205   } 

209   for (Delay = 0; Delay < LED_DELAY; Delay++); 

210  } 

212  return XST_SUCCESS; 

213 } 

먼저 라인 69,70 을 보면 소프트웨어 컴파일할 때 필요한 헤더파일을 보여 줍니다. 

69  #include "xparameters.h" 

70  #include "xgpio.h" 

라인 108~118 을 보면 GPIO 를 억세스 하기 위한 함수 원형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LED_CHANNEL 을 1 입니다. 

참고로 GPIO 의 채널 번호는 1 부터 시작하며 2 개의 채널을 사용한 경우라면 채널 

번호는 1,2,가 됩니다.  

108 #define XGpio_SetDataDirection(InstancePtr, DirectionMask) \ 

109         XGpio_SetDataDirection(InstancePtr, LED_CHANNEL, DirectionMask) 

110  

111 #define XGpio_DiscreteRead(InstancePtr) \ 

112         XGpio_DiscreteRead(InstancePtr, LED_CHANNEL) 

113  

114 #define XGpio_DiscreteWrite(InstancePtr, Mask) \ 



115         XGpio_DiscreteWrite(InstancePtr, LED_CHANNEL, Mask) 

116  

117 #define XGpio_DiscreteSet(InstancePtr, Mask) \ 

118         XGpio_DiscreteSet(InstancePtr, LED_CHANNEL, Mask) 

라인 156 를 보면 GPIO 구조체에 하드웨어 정보를 갱신하고 라인 165 에서 GPIO 의 

방향성, 즉 입력/출력을 정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인자값이 0 해당하는 GPIO 의 

비트는 출력으로 지정 됩니다. 

156  Status = XGpio_Initialize(&Gpio, GPIO_EXAMPLE_DEVICE_ID); 

157  if (Status != XST_SUCCESS) { 

158   return XST_FAILURE; 

159  } 

160  

165  XGpio_SetDataDirection(&Gpio, LED_CHANNEL, ~LED); 

다음 그림과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새로 추가된 프로젝트에 main.c 파일을 추가 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GPIO 억세스 하기 위한 소스 코드 입니다.  

#include "xparameters.h" 

#include "xgpio.h" 

#include "xutil.h" 

 

//==================================================== 

 

int main (void) 

{ 

 

    XGpio led; 

 int j=0; 

 int i; 

 

 

   printf("-- Start of the Program --\r\n"); 

 

    XGpio_Initialize(&led, XPAR_AXI_GPIO_0_DEVICE_ID); 

 XGpio_SetDataDirection(&led, 1, 0); 

 

 while (1) 

 { 

   j=0; 

 

   for(j=0; j<256; j++) { 

    XGpio_DiscreteWrite(&led, 1, j); 

    for (i=0; i<999999; i++); 

   } 

 } 

새로 합성된 징크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다음 2 개의 그림과 같이 메뉴를 

선택 합니다.  BIT 파일의 위치는 

$PlanAhead$\z0010.sdk\SDK\SDK_Export\system_hw_platform 에 있습니다. 



 

 

SDK 화면 중에 XMD Console 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징크의 PL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Run As 및 Lunch…을 선택 합니다. 이때 SDK 프로세서 블록이 

리셋된다는 메세지를 보여 줍니다. 



 

 

XMD Console 을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메모리 영역에 다운로드되고 자동으로 

실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ction 이라는 항목은 링커스크립터를 참고해야 하며 RUNNING> 이라는 

프롬프트는 현재 프로세서가 실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Chapter 13. CHIPSCOPE를 이용한 디버깅 

칩스코프는 FPGA 내부에 로직 아날라이져를 구현한 디버깅 툴 입니다. 칩스코프가 

처음 소개 되었을 때는 FPGA 내부 신호를 추적 하는데 사용하였지만 추후에는 

프로세서의 동작상태나 버스의 트랜잭션까지 디버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칩스코프를 이용해 AXI 의 동작 상태를 점검해보고 칩스코프의 몇가지 

괜찮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3.1 칩스코프 추가 

앞에서 만든 GPIO 로 LED 를 동작시키는 로직에 칩스코프를 추가하려 합니다.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XPS/ Debug / Debug Configuration 을 선택 합니다. 

 

칩스코프 관련 메뉴가 나오면 Add Chip…(1)를 선택 합니다. 그러면 3 가지 방식으로 

칩스코프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번 설계에서는 첫번째 방법인 AXI Monitor 를 사용 

합니다. (2) 

AXI 와 같이 이미 신호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자일링스가 미리 정해준 몇개의 

모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중 하나가 AXI_Monitor 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설계자가 정의한 임의의 신호나 각 주변장치나 마스터의 개별 신호를 디버깅 하고자 

할 때는 ILA 를 사용 합니다.  



VIO 는 Virtual IO 로서 FPGA 내부에 임의의 스위치를 로직을 구현해서 특정한 신호를 1 

또는 0 으로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칩스코프를 추가하고 나면 AXI_Monitor 는 AXI 트랜잭션을 디버깅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GP0 의 AXI 신호를 디버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칩스코프는 조건이 맞을 때 어느 정도 샘플링할 것인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값은 1024 이며 샘플링 갯수에 따라 사용되는 BRAM 갯수가 표시 (3) 

되어 있습니다. 

 



XPS 의 버스 인터페이스를 보면 chipscope ... 시작하는 모듈이 2 개 추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axi_monitor 는 실제 axi 트랜잭션을 디버깅하는 모듈이고 chipscope_icon 은 

jtag 을 통해 chipscope analyzer 라는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듈 입니다. 

 

13.2 칩스코프가 추가된 system.mhs 

다음 리스트는 칩스코프를 사용한 징크의 MHS 파일 입니다. 프로세서 블록에서 

나오는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MIO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는 PL 에서 나오는 8 개의 

포트가 전부 입니다. 

1    

2    PARAMETER VERSION = 2.1.0 

3    

4    

5    PORT processing_system7_0_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DIR = IO, VEC = [53:0] 

6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DIR = I 

7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CLK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CLK, DIR = I, SIGIS = 

CLK 

8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PORB_pin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DIR = I 

9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DIR = IO, SIGIS = 

CLK 

10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lk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_n, DIR = IO, SIGIS 

= CLK 

11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KE = processing_system7_0_DDR_CKE, DIR = IO 

12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S_n, DIR = IO 

13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R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RAS_n, DIR = IO 

14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AS_n, DIR = IO 

15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WEB_pin = processing_system7_0_DDR_WEB, DIR = O 

16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Bank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BankAddr, DIR = IO, 

VEC = [2:0] 

17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DIR = IO, VEC = 

[14:0] 

18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DIR = IO 

19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DIR = IO, SIGIS 

= RST 

20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Q = processing_system7_0_DDR_DQ, DIR = IO, VEC = [31:0] 

21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M = processing_system7_0_DDR_DM, DIR = IO, VEC = [3:0] 



22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DIR = IO, VEC = 

[3:0] 

23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DIR = IO, VEC = 

[3:0] 

24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DIR = IO 

25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DIR = IO 

26   PORT gpio_leds = axi_gpio_0_GPIO_IO, DIR = IO, VEC = [7:0] 

27   

다음은 프로세서 블록에 대한 정의 입니다. PS 내부에 있는 주변장치에 대한 

파라미터는 대부분 0 으로 정의되어 있고 나머지 UART 하나와 메모리 콘트롤러 

정도만 사용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29  BEGIN processing_system7 

30   PARAMETER INSTANCE = processing_system7_0 

31   PARAMETER HW_VER = 4.00.a 

32   PARAMETER C_DDR_RAM_HIGHADDR = 0x3FFFFFFF 

33   PARAMETER C_EN_EMIO_CAN0 = 0 

34   PARAMETER C_EN_EMIO_CAN1 = 0 

35   PARAMETER C_EN_EMIO_ENET0 = 0 

36   PARAMETER C_EN_EMIO_ENET1 = 0 

37   PARAMETER C_EN_EMIO_I2C0 = 0 

38   PARAMETER C_EN_EMIO_I2C1 = 0 

39   PARAMETER C_EN_EMIO_PJTAG = 0 

40   PARAMETER C_EN_EMIO_SDIO0 = 0 

41   PARAMETER C_EN_EMIO_CD_SDIO0 = 0 

42   PARAMETER C_EN_EMIO_WP_SDIO0 = 0 

43   PARAMETER C_EN_EMIO_SDIO1 = 0 

44   PARAMETER C_EN_EMIO_CD_SDIO1 = 0 

45   PARAMETER C_EN_EMIO_WP_SDIO1 = 0 

46   PARAMETER C_EN_EMIO_SPI0 = 0 

47   PARAMETER C_EN_EMIO_SPI1 = 0 

48   PARAMETER C_EN_EMIO_SRAM_INT = 0 

49   PARAMETER C_EN_EMIO_TRACE = 0 

50   PARAMETER C_EN_EMIO_TTC0 = 0 

51   PARAMETER C_EN_EMIO_TTC1 = 0 

52   PARAMETER C_EN_EMIO_UART0 = 0 

53   PARAMETER C_EN_EMIO_UART1 = 0 

54   PARAMETER C_EN_EMIO_MODEM_UART0 = 0 

55   PARAMETER C_EN_EMIO_MODEM_UART1 = 0 

56   PARAMETER C_EN_EMIO_WDT = 0 

57   PARAMETER C_EN_QSPI = 0 

58   PARAMETER C_EN_SMC = 0 

59   PARAMETER C_EN_CAN0 = 0 

60   PARAMETER C_EN_CAN1 = 0 

61   PARAMETER C_EN_ENET0 = 0 

62   PARAMETER C_EN_ENET1 = 0 

63   PARAMETER C_EN_I2C0 = 0 

64   PARAMETER C_EN_I2C1 = 0 

65   PARAMETER C_EN_PJTAG = 0 

66   PARAMETER C_EN_SDIO0 = 0 

67   PARAMETER C_EN_SDIO1 = 0 

68   PARAMETER C_EN_SPI0 = 0 

69   PARAMETER C_EN_SPI1 = 0 

70   PARAMETER C_EN_TRACE = 0 

71   PARAMETER C_EN_TTC0 = 0 

72   PARAMETER C_EN_TTC1 = 0 

73   PARAMETER C_EN_UART0 = 0 

74   PARAMETER C_EN_UART1 = 1 

75   PARAMETER C_EN_MODEM_UART0 = 0 

76   PARAMETER C_EN_MODEM_UART1 = 0 

77   PARAMETER C_EN_USB0 = 0 

78   PARAMETER C_EN_USB1 = 0 

79   PARAMETER C_EN_WDT = 0 

80   PARAMETER C_EN_DDR = 1 

81   PARAMETER C_EN_GPIO = 0 



82   PARAMETER C_FCLK_CLK0_FREQ = 50000000 

83   PARAMETER C_FCLK_CLK1_FREQ = 50000000 

84   PARAMETER C_FCLK_CLK2_FREQ = 50000000 

85   PARAMETER C_FCLK_CLK3_FREQ = 50000000 

86   PARAMETER C_USE_CR_FABRIC = 1 

87   PARAMETER C_USE_M_AXI_GP0 = 1 

88   BUS_INTERFACE M_AXI_GP0 = axi_interconnect_1 

89   PORT 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90   PORT PS_SRSTB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91   PORT PS_CLK = processing_system7_0_PS_CLK 

92   PORT PS_PORB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93   PORT DDR_Clk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94   PORT DDR_Clk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_n 

95   PORT DDR_CKE = processing_system7_0_DDR_CKE 

96   PORT DDR_C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S_n 

97   PORT DDR_R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RAS_n 

98   PORT DDR_C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AS_n 

99   PORT DDR_WEB = processing_system7_0_DDR_WEB 

100  PORT DDR_Bank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BankAddr 

101  PORT DDR_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102  PORT DDR_ODT =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103  PORT DDR_DRSTB =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104  PORT DDR_DQ = processing_system7_0_DDR_DQ 

105  PORT DDR_DM = processing_system7_0_DDR_DM 

106  PORT 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107  PORT 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108  PORT 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109  PORT 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110  PORT FCLK_CLK0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11  PORT M_AXI_GP0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12  PORT FCLK_RESET0_N = processing_system7_0_FCLK_RESET0_N 

113 END 

114  

LED 를 억세스하기 위한 GPIO 입니다. 포트수가 8 개이고 입출력 포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세서가 입출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115 BEGIN axi_gpio 

116  PARAMETER INSTANCE = axi_gpio_0 

117  PARAMETER HW_VER = 1.01.b 

118  PARAMETER C_GPIO_WIDTH = 8 

119  PARAMETER C_BASEADDR = 0x41200000 

120  PARAMETER C_HIGHADDR = 0x4120ffff 

121  BUS_INTERFACE S_AXI = axi_interconnect_1 

122  PORT S_AXI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23  PORT GPIO_IO = axi_gpio_0_GPIO_IO 

124 END 

프로세서 블록에서 나오는 마스터 포트와 각종 주변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입니다. 클럭과 리셋은 프로세서 블록으로 부터 공급받습니다. 

126 BEGIN axi_interconnect 

127  PARAMETER INSTANCE = axi_interconnect_1 

128  PARAMETER HW_VER = 1.06.a 

129  PARAMETER C_INTERCONNECT_CONNECTIVITY_MODE = 0 

130  PORT INTERCONNECT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31  PORT INTERCONNECT_ARESETN = processing_system7_0_FCLK_RESET0_N 

132 END 

133  



칩스코프 모듈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듈은 M_AXI_GP0 의 AXI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 합니다. 

134 BEGIN chipscope_axi_monitor 

135  PARAMETER INSTANCE = chipscope_axi_monitor_0 

136  PARAMETER HW_VER = 3.03.a 

137  PARAMETER C_MAX_SEQUENCER_LEVELS = 2 

138  PARAMETER C_USE_INTERFACE = 0 

139  PARAMETER C_NUM_DATA_SAMPLES = 1024 

140  BUS_INTERFACE MON_AXI = processing_system7_0.M_AXI_GP0 

141  PORT chipscope_icon_control = chipscope_axi_monitor_0_icon_ctrl 

142 END 

143  

칩스코프 모듈과 JTAG 을 통해 칩스코프 Analyzer 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모듈 

입니다. 현재는 axi_monitor 가 하나만 있어서 라인 147 에 1 이라고 정했습니다. 

144 BEGIN chipscope_icon 

145  PARAMETER INSTANCE = chipscope_icon_0 

146  PARAMETER HW_VER = 1.06.a 

147  PARAMETER C_NUM_CONTROL_PORTS = 1 

148  PORT control0 = chipscope_axi_monitor_0_icon_ctrl 

149 END 

150 

13.3 합성 및 Export  

XPS 프로그램을 멈추고 PlanAhead 에서 Generate Bitstream 을 선택 합니다. 

Bitstream 이 생성되면 Export 를 시키고 SDK 를 실행 합니다. 

 

 



먼저 SDK 가 실행되면 xparameters.h 파일에서 GPIO 의 물리적인 어드레스가 

얼마인지 확인 합니다. 여기서는 0x4120_0000 번지 입니다. 

 

 

먼저 징크 PL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고 GPIO 어플리케이션를 실행 시킵니다.  그러면 

Z702 보드에 GPIO 를 통해 LED 가 억세스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PlanAhead 에서 ChipSco…를 선택하면 ChipScope Analyzer 가 실행 됩니다.  

13.4 칩스코프 Analyzer 

칩스코프에서 먼저 Jtag 을 인식하면 “Found 1 Core…”라는 메세지가 나와야 

칩스코프와 FPGA 내부에 있는 칩스코프 ICON 이 서로 억세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칩스코프는 현재 연결된 신호들에 대한 WaveForm 을 보여주지만 이 신호가 무슨 

신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File / Import 에서 debug_nets.cdc 라는 파일을 찾아서 할당 합니다. CDC 라는 

파일은 칩스코프가 처음 로직으로 합성될 때 만들어지는 파일로 디버깅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칩스코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파일을 확인해야 원하는 신호를 제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칩스코프는 현재 징크 내부에 연결된 각종 디버깅 정보를 보여 

줍니다. 칩스코프를 통해 데이터를 캡쳐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트리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트리거 조건을 생성하기 위해서 (1)을 선택 하면 현재 M0~M9 까지 

모듈들이 나타나는데 각 모듈마다 연결된 신호의 의미가 다릅니다.  

현재는 프로세서가 GPIO 를 억세스할 때만 캡쳐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특정 번지를 Write 한다는 조건으로만 트리거 조건을 생성하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GPIO 의 물리적 어드레스는 0x4120_0000 입니다. 프로세서는 이 

번지에 데이터를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x4120_0000 에 write 하는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M2 에는 Write address 를 기록하고 M3 에는 현재 Write 트랜잭션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 알려주는 AWVALID 라는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1 일 때 캡쳐링하면 

됩니다. 

 

이 2 개의 조건이 맞을 때만 캡쳐링 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M2 와 M3 를 

선택하고 두 개를 AND 조건을 하는 새로운 트리거 조건을 생성 했습니다. 

 



트리거를 시작하기 전에 트리거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캡쳐링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트리거가 일어나기 100 싸이클 전부터 캡쳐링 하라는 의미 

입니다. 

이 조건을 세운 후 트리거를 시작 합니다. 

 

현재 프로세서가 계속 LED 를 억세스하고 있기 때문에 칩스코프는 금방 Sample Buffer 

is full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음 그림과 같이 Waveform 을 보여 줍니다. 

트리거 조건을 보면 현재 AWAVLID 와 AWADDR 이 모두 트리거 조건과 같을 때만 

트리거가 되었고 트리거 조건 100 싸이클 앞에서 부터 데이터가 캡쳐링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가 너무 느리게 LED 를 억세스하기 때문에 기존 코드에서 딜레이 부분을 

생략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합니다. 

int main (void) 

{ 

 

    XGpio led; 

 int j=0; 

 int i; 

 

 

   printf("-- Start of the Program --\r\n"); 

 

    XGpio_Initialize(&led, XPAR_AXI_GPIO_0_DEVICE_ID); 

 XGpio_SetDataDirection(&led, 1, 0); 

 

 while (1) 

 { 

   j=0; 

 

   for(j=0; j<256; j++) { 

    XGpio_DiscreteWrite(&led, 1, j); 

    //for (i=0; i<999999; i++); 

   } 

 } 

} 

마찬가지로 칩스코프도 같은 조건에서 트리거를 시작하면 조금전에 나타난 파형과 

다르게 매우 프로세서가 LED 를 매우 빠르게 억세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칩스코프를 이용하게 되면 AXI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트랜잭션을 

매우 간단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칩스코프는 프로세서와 연계해서 서로 크로스 트리거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프로세서가 특정 함수를 실행하거나 break 가 걸렸을 때 칩스코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칩스코프는 이 신호를 트리거 신호로 사용해서 캡쳐링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반대로 칩스코프가 어느 특정한 조건은 샘플링 했을 때 강제로 프로세서 신호를 

보내서 프로세서가 현재 실행중인 코드를 멈추고 디버깅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크로스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ILA 는 버스 처럼 집단적으로 프로토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발자가 정의한 여러 신호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 합니다.  

이 기능은 프로세서가 현재 어느 번지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지 검사할 때 매우 

요긴하게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블레이즈라는 네트리스트 프로세서는 Trace 라는 포트를 

제공하는데 이 Trace 포트에 ILA 기능을 이용해 디버깅을 하면 풀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합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세서의 익셉션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지만 칩스코프의 ILA 기능을 통해서 그 원인을 추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Chapter 14.  CDMA 사용법 (HP) 

 

(142 버전 사용) 

이번 랩에서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일정한 데이터를 옮기는데 필요한 시간과 DMA 를 

통해서 옮기는 시간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DMA 는 PS 블록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L 에서 CDMA 라는 블록을 

새롭게 설계할 예정 입니다. 

CDMA 라는 블록은 기존에 PS 블록의 슬레이브 포트중 하나를 사용할 예정 입니다. 

2 개의 메모리 콘트롤러 블록을 PL 에 구현하고 BRAM 블록은 하나만 설계 합니다. 

2 개의 메모리 콘트롤러는 BRAM 의 A port 와 B port 를 하나씩 점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메모리 컨트롤러의 마스터는 프로세서와 CDMA 가 됩니다.  

14.1 CDMA를 위한 하드웨어 구성 

기존 프로젝트에서 AXI Bram 콘트롤러를 추가 합니다.  



 

추가된 Axi Bram 컨트롤러의 속성 중 Axi Protocol 을 AXI4 로 정합니다. AXI4 는 데이터 

전송을 할 때 Kbyte 단위를 한꺼번에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서 주로 BRAM 을 

억세스할 때 사용 합니다. 

반면에 레지터스와 같은 경우에는 AXI4Lite 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추가로 Single Port Ram 을 추가로 체크 합니다. 

 

다음으로 징크의 HP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High Performance .. 

부분을 선택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S_AXI_HP0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체크 합니다. HP 포트는 다른 

GP 포트와는 몇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HP 포트가 사용하는 AXI 

Interconnect 의 마스터 갯수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HP 는 기본적으로 DDRx 

메모리나 OCM 을 주로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로직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부분은 HP 포트로 하여금 데이터를 빠르게 억세스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다음으로 Project Local Pcores 에 있는 AXI CDMA IP 를 추가 합니다. 이 IP 는 비록 IP 

Catalog 에는 있지만 현재 TCL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Pcores 에 수정된 IP 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custome pcores 에 복사한 놓은 CDMA 는 Project Local Pcores 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2 번째 Bram 콘트롤러를 추가하고 Narrow Bursts 기능을 체크 합니다. 이 Bram 

컨트롤러의 마스터는 CDMA 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Single Port Bram 을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슬레이브의 마스터는 프로세서 이기 때문에 보통은 기본 값으로 

마스터를 선택 하지만 이 Bram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아닌 다른 마스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선택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음 그림과 같이 두번째 메모리 컨트롤러의 버스 인터럽트는 No 

Connection 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모든 슬레이브와 마스터간에 커넥션을 완성한 그림 입니다. 이 커넥션의 

핵심은 CDMA 는 프로세서 블록의 S_AXI_HP0 의 마스터로서 동작한다는 것 입니다. 

CDMA 의 두번째 슬레이브는 Axi_bram_ctrl_1 이 됩니다. 

Axi_bram_Ctrl_0/1 을 보면 하나의 bram 을 A, B port 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M_AXI_GP0/1 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첫번째 포트는 Axi4Lite 를 사용했고 두번째 것은 Axi4Full 을 사용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어드레스와 Bram 의 크기를 할당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듈의 클럭과 리셋정보를 연결 합니다. 모든 클럭과 리셋은 프로세서 

블록에서 출력 됩니다. 



 

참고로 프로세서 블록에서 출력되는 클럭의 주파수는 기본 값이 50Mhz 이고 다음 

그림과 같이 개발자가 임의의 값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PlanAhead 에서 합성하고 관련된 파일을 SDK 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해당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14.2 CDMA를 위한 system.mhs 

다음 리스트는 CDMA 에 대한 system.mhs 일부 코드 입니다. 



1    

2   # ############################################################################## 

3   # Created by Base System Builder Wizard for Xilinx EDK 14.2 Build EDK_P.28xd 

4   # Sun Aug 19 21:35:17 2012 

5   # Target Board:  xilinx.com zc702 Rev C 

6   # Family:    zynq 

7   # Device:    xc7z020 

8   # Package:   clg484 

9   # Speed Grade:  -1 

10  # ############################################################################## 

11   PARAMETER VERSION = 2.1.0 

12   

징크의 MIO 는 모두 54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   PORT processing_system7_0_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DIR = IO, VEC = [53:0] 

현재 Z702 보드에는 8 비트짜리 DDR3 메모리 4 개를 사용해 32 비트를 구성 합니다. 

15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DIR = I 

16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CLK = processing_system7_0_PS_CLK, DIR = I, SIGIS = CLK 

17   PORT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DIR = I 

18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DIR = IO, SIGIS = 

CLK 

19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lk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_n, DIR = IO, SIGIS 

= CLK 

20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KE = processing_system7_0_DDR_CKE, DIR = IO 

21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S_n, DIR = IO 

22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R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RAS_n, DIR = IO 

23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C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AS_n, DIR = IO 

24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WEB_pin = processing_system7_0_DDR_WEB, DIR = O 

25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Bank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BankAddr, DIR = IO, 

VEC = [2:0] 

26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DIR = IO, VEC = 

[14:0] 

27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DIR = IO 

28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DIR = IO, SIGIS 

= RST 

데이터 포트 수는 모두 32 개 입니다. 

29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Q = processing_system7_0_DDR_DQ, DIR = IO, VEC = [31:0] 

8 비트 마다 하나의 DM, DQS_P, N 가 있으므로 모두 4 개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30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M = processing_system7_0_DDR_DM, DIR = IO, VEC = [3:0] 

31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DIR = IO, VEC = 

[3:0] 

32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DIR = IO, VEC = 

[3:0] 

메모리 콘트롤러 내부에 있는 임피던스 매칭용 저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Vrn, Vrp 를 

사용해야 합니다. 

33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DIR = IO 

34   PORT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DIR = IO 

35   

36   



프로세서 블록에 대한 정의 입니다. 

37  BEGIN processing_system7 

38   PARAMETER INSTANCE = processing_system7_0 

39   PARAMETER HW_VER = 4.01.a 

40   PARAMETER C_DDR_RAM_HIGHADDR = 0x3FFFFFFF 

현재 M_AXI_GP0 는 사용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주변 장치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1   PARAMETER C_USE_M_AXI_GP0 = 1 

42   PARAMETER C_EN_EMIO_CAN0 = 0 

43   PARAMETER C_EN_EMIO_CAN1 = 0 

44   PARAMETER C_EN_EMIO_ENET0 = 0 

45   PARAMETER C_EN_EMIO_ENET1 = 0 

46   PARAMETER C_EN_EMIO_I2C0 = 0 

47   PARAMETER C_EN_EMIO_I2C1 = 0 

48   PARAMETER C_EN_EMIO_PJTAG = 0 

49   PARAMETER C_EN_EMIO_SDIO0 = 0 

50   PARAMETER C_EN_EMIO_CD_SDIO0 = 0 

51   PARAMETER C_EN_EMIO_WP_SDIO0 = 0 

52   PARAMETER C_EN_EMIO_SDIO1 = 0 

53   PARAMETER C_EN_EMIO_CD_SDIO1 = 0 

54   PARAMETER C_EN_EMIO_WP_SDIO1 = 0 

55   PARAMETER C_EN_EMIO_SPI0 = 0 

56   PARAMETER C_EN_EMIO_SPI1 = 0 

57   PARAMETER C_EN_EMIO_SRAM_INT = 0 

58   PARAMETER C_EN_EMIO_TRACE = 0 

59   PARAMETER C_EN_EMIO_TTC0 = 0 

60   PARAMETER C_EN_EMIO_TTC1 = 0 

61   PARAMETER C_EN_EMIO_UART0 = 0 

62   PARAMETER C_EN_EMIO_UART1 = 0 

63   PARAMETER C_EN_EMIO_MODEM_UART0 = 0 

64   PARAMETER C_EN_EMIO_MODEM_UART1 = 0 

65   PARAMETER C_EN_EMIO_WDT = 0 

66   PARAMETER C_EN_QSPI = 0 

67   PARAMETER C_EN_SMC = 0 

68   PARAMETER C_EN_CAN0 = 0 

69   PARAMETER C_EN_CAN1 = 0 

70   PARAMETER C_EN_ENET0 = 0 

71   PARAMETER C_EN_ENET1 = 0 

72   PARAMETER C_EN_I2C0 = 0 

73   PARAMETER C_EN_I2C1 = 0 

74   PARAMETER C_EN_PJTAG = 0 

75   PARAMETER C_EN_SDIO0 = 0 

76   PARAMETER C_EN_SDIO1 = 0 

77   PARAMETER C_EN_SPI0 = 0 

78   PARAMETER C_EN_SPI1 = 0 

79   PARAMETER C_EN_TRACE = 0 

80   PARAMETER C_EN_TTC0 = 0 

81   PARAMETER C_EN_TTC1 = 0 

82   PARAMETER C_EN_UART0 = 0 

UART 는 현재 stdin, out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83   PARAMETER C_EN_UART1 = 1 

84   PARAMETER C_EN_MODEM_UART0 = 0 

85   PARAMETER C_EN_MODEM_UART1 = 0 

86   PARAMETER C_EN_USB0 = 0 

87   PARAMETER C_EN_USB1 = 0 

88   PARAMETER C_EN_WDT = 0 



DDR 메모리 콘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9   PARAMETER C_EN_DDR = 1 

90   PARAMETER C_EN_GPIO = 0 

PL 블록으로 공급하는 4 개의 클럭 중 첫번째 클럭은 100Mhz 로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 값을 정의 했습니다. 

91   PARAMETER C_FCLK_CLK0_FREQ = 100000000 

92   PARAMETER C_FCLK_CLK1_FREQ = 50000000 

93   PARAMETER C_FCLK_CLK2_FREQ = 50000000 

94   PARAMETER C_FCLK_CLK3_FREQ = 50000000 

95   PARAMETER C_USE_CR_FABRIC = 1 

S_AXI_HP0 를 사용하고 이 포트의 마스터로 CDMA 를 사용 합니다. 

96   PARAMETER C_USE_S_AXI_HP0 = 1 

97   PARAMETER C_INTERCONNECT_S_AXI_HP0_MASTERS = axi_cdma_0.M_AXI 

두번째 GP 포트를 사용 합니다. 

98   PARAMETER C_USE_M_AXI_GP1 = 1 

인터럽트를 사용 합니다. 

99   PARAMETER C_NUM_F2P_INTR_INPUTS = 1 

3 개의 포트와 연결된 axi_interconnect 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100  BUS_INTERFACE M_AXI_GP0 = axi_interconnect_1 

101  BUS_INTERFACE S_AXI_HP0 = axi_interconnect_2 

102  BUS_INTERFACE M_AXI_GP1 = axi_interconnect_3 

라인 103 부터 129 까지 사용하는 주변장치에서 필요로 하는 포트들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103  PORT MIO = processing_system7_0_MIO 

104  PORT PS_SRSTB = processing_system7_0_PS_SRSTB 

105  PORT PS_CLK = processing_system7_0_PS_CLK 

106  PORT PS_PORB = processing_system7_0_PS_PORB 

107  PORT DDR_Clk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 

108  PORT DDR_Clk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lk_n 

109  PORT DDR_CKE = processing_system7_0_DDR_CKE 

110  PORT DDR_C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S_n 

111  PORT DDR_R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RAS_n 

112  PORT DDR_CA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CAS_n 

113  PORT DDR_WEB = processing_system7_0_DDR_WEB 

114  PORT DDR_Bank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BankAddr 

115  PORT DDR_Addr = processing_system7_0_DDR_Addr 

116  PORT DDR_ODT = processing_system7_0_DDR_ODT 

117  PORT DDR_DRSTB = processing_system7_0_DDR_DRSTB 

118  PORT DDR_DQ = processing_system7_0_DDR_DQ 

119  PORT DDR_DM = processing_system7_0_DDR_DM 



120  PORT DDR_DQS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 

121  PORT DDR_DQS_n = processing_system7_0_DDR_DQS_n 

122  PORT DDR_VRN = processing_system7_0_DDR_VRN 

123  PORT DDR_VRP = processing_system7_0_DDR_VRP 

124  PORT FCLK_CLK0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25  PORT FCLK_RESET0_N = processing_system7_0_FCLK_RESET0_N 

126  PORT M_AXI_GP0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27  PORT S_AXI_HP0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28  PORT M_AXI_GP1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29  PORT IRQ_F2P = axi_cdma_0_cdma_introut 

130 END 

131  

다음은 Axi_bram_ctrl 에 대한 정의 입니다. 라인 139 에서 메모리 포트 하나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필요한 클럭은 프로세서 블록으로 부터 공급 받습니다. 

132 BEGIN axi_bram_ctrl 

133  PARAMETER INSTANCE = axi_bram_ctrl_0 

134  PARAMETER HW_VER = 1.03.a 

135  PARAMETER C_INTERCONNECT_S_AXI_MASTERS = processing_system7_0.M_AXI_GP0 

136  PARAMETER C_S_AXI_BASEADDR = 0x40000000 

137  PARAMETER C_S_AXI_HIGHADDR = 0x4000ffff 

138  PARAMETER C_S_AXI_ID_WIDTH = 12 

139  PARAMETER C_SINGLE_PORT_BRAM = 1 

140  BUS_INTERFACE S_AXI = axi_interconnect_1 

141  BUS_INTERFACE BRAM_PORTA = axi_bram_ctrl_0_BRAM_PORTA 

142  PORT S_AXI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43 END 

144  

AXI Interconnect 에 대한 정의 입니다. 라인 146 을 보면 AXI4Full 을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5 BEGIN axi_interconnect 

146  PARAMETER INSTANCE = axi_interconnect_1 

147  PARAMETER HW_VER = 1.06.a 

148  PARAMETER C_INTERCONNECT_CONNECTIVITY_MODE = 1 

149  PORT INTERCONNECT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50  PORT INTERCONNECT_ARESETN = processing_system7_0_FCLK_RESET0_N 

151 END 

152  

Bram block 은 2 개의 bram 콘트롤러가 각각 A, B port 를 하나씩 공유해서 사용 합니다. 

153 BEGIN bram_block 

154  PARAMETER INSTANCE = axi_bram_ctrl_0_bram_block_1 

155  PARAMETER HW_VER = 1.00.a 

156  BUS_INTERFACE PORTA = axi_bram_ctrl_0_BRAM_PORTA 

157  BUS_INTERFACE PORTB = axi_bram_ctrl_1_BRAM_PORTA 

158 END 

Axi_CDMA 에 대한 정의 입니다. 2 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프로세서 블록의 S_AXI_HP0 포트이고 나머지 하나는 M_AXI_GP0 포트가 됩니다. 

160 BEGIN axi_cdma 

161  PARAMETER INSTANCE = axi_cdma_0 

162  PARAMETER HW_VER = 3.03.a 

163  PARAMETER C_BASEADDR = 0x80200000 



164  PARAMETER C_HIGHADDR = 0x8020ffff 

165  BUS_INTERFACE S_AXI_LITE = axi_interconnect_3 

166  BUS_INTERFACE M_AXI = axi_interconnect_2 

167  PORT m_axi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68  PORT s_axi_lite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69  PORT cdma_introut = axi_cdma_0_cdma_introut 

170 END 

AXI4Full 로 구현되었습니다. 

171  

172 BEGIN axi_interconnect 

173  PARAMETER INSTANCE = axi_interconnect_2 

174  PARAMETER HW_VER = 1.06.a 

175  PARAMETER C_INTERCONNECT_CONNECTIVITY_MODE = 1 

176  PORT INTERCONNECT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77  PORT INTERCONNECT_ARESETN = processing_system7_0_FCLK_RESET0_N 

178 END 

179  

180 BEGIN axi_interconnect 

181  PARAMETER INSTANCE = axi_interconnect_3 

182  PARAMETER HW_VER = 1.06.a 

183  PARAMETER C_INTERCONNECT_CONNECTIVITY_MODE = 0 

184  PORT INTERCONNECT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85  PORT INTERCONNECT_ARESETN = processing_system7_0_FCLK_RESET0_N 

186 END 

라인 195 번을 보면 두번째 Bram Controller 의 마스터는 프로세서가 아니고 CDMA 

입니다. 

187  

188 BEGIN axi_bram_ctrl 

189  PARAMETER INSTANCE = axi_bram_ctrl_1 

190  PARAMETER HW_VER = 1.03.a 

191  PARAMETER C_S_AXI_BASEADDR = 0x40020000 

192  PARAMETER C_S_AXI_HIGHADDR = 0x4002FFFF 

193  PARAMETER C_S_AXI_SUPPORTS_NARROW_BURST = 1 

194  PARAMETER C_SINGLE_PORT_BRAM = 1 

195  PARAMETER C_INTERCONNECT_S_AXI_MASTERS = axi_cdma_0.M_AXI 

196  BUS_INTERFACE S_AXI = axi_interconnect_2 

197  BUS_INTERFACE BRAM_PORTA = axi_bram_ctrl_1_BRAM_PORTA 

198  PORT S_AXI_ACLK = processing_system7_0_FCLK_CLK0 

199 END 

200 

14.3 CDMA를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 

다음 리스트는 CDMA 를 이용해 메모리 복사 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소스 코드 입니다.  

1   #include "xparameters.h" 

2   #include "stdio.h" 

3   #include "xutil.h" 

4   #include "xuartps.h" // if PS uart is used 

5   #include "xscutimer.h"  // if PS Timer is used 

6   #include "xaxicdma.h" // if CDMA is used 



7   #include "xscugic.h"  // if PS GIC is used 

8   #include "xil_exception.h" // if interrupt is used 

9   #include "xil_cache.h" 

10  #include "xil_printf.h" 

11   

12   

13   

14  #define RESET_LOOP_COUNT 10 // Number of times to check reset is done 

15  #define LENGTH 8192 // source and destination buffers lengths in number of words 

16  #define BRAM_MEMORY 0x40020000 // Address of BRAM Port B mapped through 2nd BRAM 

Controller 

17  #define DDR_MEMORY 0x20000000 

18  #define TIMER_DEVICE_ID XPAR_SCUTIMER_DEVICE_ID 

19  #define TIMER_LOAD_VALUE 0xFFFFFFFF 

20  #define INTC_DEVICE_INT_ID XPAR_SCUGIC_SINGLE_DEVICE_ID 

21   

22  volatile static int Done = 0; /* Dma transfer is done */ 

23  volatile static int Error = 0; /* Dma Bus Error occurs */ 

24   

25  XUartPs Uart_PS;  /* Instance of the UART Device */ 

26  XScuTimer Timer;  /* Cortex A9 SCU Private Timer Instance */ 

27  XScuGic Gic;   /* PS GIC */ 

28   

29  int getNumber (){ 

30   

31   Xuint8 byte; 

32   Xuint8 uartBuffer[16]; 

33   Xboolean validNumber; 

34   int digitIndex; 

35   int digit, number, sign; 

36   int c;  

37     

38   while(1){ 

39    byte = 0x00; 

40    digit = 0; 

41    digitIndex = 0; 

42    number = 0; 

43    validNumber = XTRUE; 

44    

45    //get bytes from uart until RETURN is entered 

46    while(byte != 0x0d){ 

47     while (!XUartPs_IsReceiveData(STDIN_BASEADDRESS)); 

48     byte = XUartPs_ReadReg(STDIN_BASEADDRESS, 

49              XUARTPS_FIFO_OFFSET); 

50     uartBuffer[digitIndex] = byte;  

51     XUartPs_Send(&Uart_PS, &byte, 1); 

52     digitIndex++; 

53    } 

54       

55    //calculate number from string of digits 

56    

57    for(c = 0; c < (digitIndex - 1); c++){ 

58     if(c == 0){ 

59      //check if first byte is a "-" 

60      if(uartBuffer[c] == 0x2D){ 

61       sign = -1; 

62       digit = 0; 

63      } 

64      //check if first byte is a digit 

65      else if((uartBuffer[c] >> 4) == 0x03){ 

66       sign = 1; 

67       digit = (uartBuffer[c] & 0x0F); 

68      } 

69      else  

70       validNumber = XFALSE;  

71     } 

72     else{ 

73      //check byte is a digit 

74      if((uartBuffer[c] >> 4) == 0x03){   

75       digit = (uartBuffer[c] & 0x0F); 

76      } 



77      else  

78       validNumber = XFALSE;     

79     } 

80     number = (number * 10) + digit;  

81    } 

82    number *= sign; 

83    if(validNumber == XTRUE){ 

84     print("\r\n"); 

85     return number; 

86    } 

87    print("This is not a valid number.\n\r"); 

88   } 

89  } 

90   

91  static void Example_CallBack(void *CallBackRef, u32 IrqMask, int *IgnorePtr) 

92  { 

93   

94   if (IrqMask & XAXICDMA_XR_IRQ_ERROR_MASK) { 

95    Error = 1; 

96   } 

97   

98   if (IrqMask & XAXICDMA_XR_IRQ_IOC_MASK) { 

99    Done = 1; 

100  } 

101  

102 } 

103  

104 int SetupIntrSystem(XScuGic *GicPtr, XAxiCdma  *DmaPtr) 

105 { 

106  int Status; 

107  

108  Xil_ExceptionInit(); 

109  

110  // Connect the interrupt controller interrupt handler to the hardware 

111  // interrupt handling logic in the processor. 

112  Xil_ExceptionRegisterHandler(XIL_EXCEPTION_ID_IRQ_INT, 

113         (Xil_ExceptionHandler)XScuGic_InterruptHandler, 

114         GicPtr); 

115  

116  // Connect a device driver handler that will be called when an interrupt 

117  // for the device occurs, the device driver handler performs the specific 

118  // interrupt processing for the device 

119  

120  Status = XScuGic_Connect(GicPtr, 

121    XPAR_FABRIC_AXICDMA_0_VEC_ID, 

122      (Xil_InterruptHandler)XAxiCdma_IntrHandler, 

123      (void *)DmaPtr); 

124  if (Status != XST_SUCCESS) 

125   return XST_FAILURE; 

126  

127  // Enable the interrupt for the device 

128  XScuGic_Enable(GicPtr, XPAR_FABRIC_AXICDMA_0_VEC_ID); 

129  

130  return XST_SUCCESS; 

131 } 

132  

133 Xuint8 menu(void) 

134 { 

135  Xuint8 byte; 

136  

137  print("Enter 1 for BRAM to BRAM transfer\r\n"); 

138  print("Enter 2 for BRAM to DDR3 transfer\r\n"); 

139  print("Enter 3 for DDR3 to BRAM transfer\r\n"); 

140  print("Enter 4 for DDR3 to DDR3 transfer\r\n"); 

141  print("Enter 5 to exit\r\n"); 

142  while (!XUartPs_IsReceiveData(STDIN_BASEADDRESS)); 

143  byte = XUartPs_ReadReg(STDIN_BASEADDRESS, 

144           XUARTPS_FIFO_OFFSET); 

145  return(byte); 

146  

147 } 



148 int main (void) { 

149  

150  Xuint8 select; 

151  int i, CDMA_Status; 

152     int num; 

153     u32 * source, * destination; 

154     Xint32 software_cycles, interrupt_cycles, polled_cycles; 

155     int test_done = 0; 

156  

157  // UART related definitions 

158     int Status; 

159  XUartPs_Config *Config; 

160  

161  // PS Timer related definitions 

162  volatile u32 CntValue1; 

163  XScuTimer_Config *ConfigPtr; 

164  XScuTimer *TimerInstancePtr = &Timer; 

165  

166     // CDMA related definitions 

167  XAxiCdma xcdma; 

168     XAxiCdma_Config * CdmaCfgPtr; 

169  

170  // PS Interrupt related definitions 

171  XScuGic_Config *GicConfig; 

172  

173  // Initialize UART 

174  // Look up the configuration in the config table, then initialize it. 

175  Config = XUartPs_LookupConfig(XPAR_PS7_UART_1_DEVICE_ID); 

176  if (NULL == Config) { 

177   return XST_FAILURE; 

178  } 

179  

180  Status = XUartPs_CfgInitialize(&Uart_PS, Config, Config->BaseAddress); 

181  if (Status != XST_SUCCESS) { 

182   return XST_FAILURE; 

183  } 

184  

185  // Initialize timer counter 

186  ConfigPtr = XScuTimer_LookupConfig(TIMER_DEVICE_ID); 

187  

188  Status = XScuTimer_CfgInitialize(TimerInstancePtr, ConfigPtr, 

189      ConfigPtr->BaseAddr); 

190  if (Status != XST_SUCCESS) { 

191   return XST_FAILURE; 

192  } 

193  

194  // Initialize GIC 

195  GicConfig = XScuGic_LookupConfig(INTC_DEVICE_INT_ID); 

196  if (NULL == GicConfig) { 

197   xil_printf("XScuGic_LookupConfig(%d) failed\r\n", 

198     INTC_DEVICE_INT_ID); 

199   return XST_FAILURE; 

200  } 

201  

202  Status = XScuGic_CfgInitialize(&Gic, GicConfig, 

203            GicConfig->CpuBaseAddress); 

204  if (Status != XST_SUCCESS) { 

205   xil_printf("XScuGic_CfgInitialize failed\r\n"); 

206   return XST_FAILURE; 

207  } 

208  

209  // Disable DCache 

210  Xil_DCacheDisable(); 

211  

212  // Set options for timer/counter 0 

213  // Load the timer counter register. 

214  XScuTimer_LoadTimer(TimerInstancePtr, TIMER_LOAD_VALUE); 

215  

216  // Start the Scu Private Timer device. 

217  XScuTimer_Start(TimerInstancePtr); 

218  



219     print("-- Simple DMA Design Example --\r\n"); 

220  

221  // Get a snapshot of the timer counter value before it's started 

222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223  

224  xil_printf("Above message printing took %d clock cycles\r\n", TIMER_LOAD_VALUE-

CntValue1); 

225  

226  // Setup DMA Controller 

227     CdmaCfgPtr = XAxiCdma_LookupConfig(XPAR_AXI_CDMA_0_DEVICE_ID); 

228     if (!CdmaCfgPtr) { 

229      return XST_FAILURE; 

230     } 

231  

232     Status = XAxiCdma_CfgInitialize(&xcdma , CdmaCfgPtr, CdmaCfgPtr->BaseAddress); 

233  if (Status != XST_SUCCESS) { 

234   return XST_FAILURE; 

235   xil_printf("Status=%x\r\n",Status); 

236  } 

237  

238  print("Central DMA Initialized\r\n"); 

239  

240  print("Setting up interrupt system\r\n"); 

241  Status = SetupIntrSystem(&Gic, &xcdma); 

242  if (Status != XST_SUCCESS) { 

243   return XST_FAILURE; 

244  } 

245  

246  Xil_ExceptionEnable(); 

247  

248  print("Enter number of words you want to transfer between 1 and 8192\r\n"); 

249     num = getNumber(); 

250  

251     select = menu(); 

252     test_done = 0; 

253     while(test_done==0) 

254     { 

255   switch(select) 

256   { 

257    case '1' : 

258     source = BRAM_MEMORY; 

259     destination = BRAM_MEMORY+LENGTH; 

260     print("BRAM to BRAM transfer\r\n"); 

261     break; 

262    case '2' : 

263     source = BRAM_MEMORY; 

264     destination = DDR_MEMORY; 

265     print("BRAM to DDR transfer\r\n"); 

266     break; 

267    case '3' : 

268     source = DDR_MEMORY; 

269     destination = BRAM_MEMORY; 

270     print("DDR to BRAM transfer\r\n"); 

271     break; 

272    case '4' : 

273     source = DDR_MEMORY; 

274     destination = DDR_MEMORY+LENGTH; 

275     print("DDR to DDR transfer\r\n"); 

276     break; 

277    case '5' : 

278     test_done = 1; 

279    default : 

280     source = DDR_MEMORY; 

281     destination = DDR_MEMORY+LENGTH; 

282     print("DDR to DDR transfer\r\n"); 

283     break; 

284   } 

285  

286   if(test_done) 

287    break; 

288  



289   // Initialize src memory 

290   for (i=0; i<num; i++) 

291    *(source+i) = num-i; 

292  

293  

294  // Non-DMA mode 

295   // reset timer 

296   XScuTimer_RestartTimer(TimerInstancePtr); 

297  

298   // start moving data through the processor - no CDMA, no interrupt 

299   // gives base consumed cycles 

300   for (i=0; i<num; i++) 

301    *(destination+i) = *(source+i); 

302  

303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304  

305   xil_printf("Moving data through processor took %d clock cycles\r\n", 

TIMER_LOAD_VALUE-CntValue1); 

306   software_cycles = TIMER_LOAD_VALUE-CntValue1; 

307  

308   // clear destination memory 

309   for (i=0; i<num; i++) 

310    *(destination+i) = 0; 

311  

312  // DMA in polling mode 

313   XAxiCdma_IntrDisable(&xcdma, XAXICDMA_XR_IRQ_ALL_MASK); 

314   print("Starting transfer through DMA in poll mode\r\n"); 

315   // reset timer 

316   XScuTimer_RestartTimer(TimerInstancePtr); 

317   Status = XAxiCdma_SimpleTransfer(&xcdma, (u32) source, (u32) destination, 

(num*4), NULL, NULL); 

318   if (Status != XST_SUCCESS) { 

319    CDMA_Status = XAxiCdma_GetError(&xcdma); 

320    if (CDMA_Status != 0x0) { 

321     XAxiCdma_Reset(&xcdma); 

322     xil_printf("Error Code = %x\r\n",CDMA_Status); 

323    } 

324    return XST_FAILURE; 

325   } 

326  

327      while (XAxiCdma_IsBusy(&xcdma)); // Wait 

328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329  

330   CDMA_Status = XAxiCdma_GetError(&xcdma); 

331   if (CDMA_Status != 0x0) { 

332    XAxiCdma_Reset(&xcdma); 

333    xil_printf("Error Code = %x\r\n",CDMA_Status); 

334   } 

335   else { 

336    xil_printf("Moving data through DMA in poll mode took %d clock 

cycles\r\n", TIMER_LOAD_VALUE-CntValue1); 

337    print("Transfer complete\r\n"); 

338    polled_cycles = TIMER_LOAD_VALUE-CntValue1; 

339    Error = 0; // reset for interrupt mode transfer 

340   } 

341  

342   for (i = 0; i < num; i++) { 

343     if ( destination[i] != source[i]) { 

344      xil_printf("Data match failed at = %d, source data 

= %d, destination data = %d\n\r",i,source[i],destination[i]); 

345      break; 

346     } 

347    } 

348   print("Transfered data verified\r\n"); 

349   xil_printf("Improvement using Polled DMA %d\r\n", 

350      (software_cycles-

polled_cycles)*100/software_cycles); 

351  

352  // setting up for interrupt driven DMA 

353   // clear destination memory 

354   for (i=0; i<num; i++) 



355    *(destination+i) = 0; 

356  

357   XAxiCdma_IntrEnable(&xcdma, XAXICDMA_XR_IRQ_ALL_MASK); 

358      Status = XAxiCdma_SimpleTransfer(&xcdma, (u32)source, (u32)destination, 

(num*4), Example_CallBack, (void *) &xcdma); 

359  

360   // reset timer 

361   XScuTimer_RestartTimer(TimerInstancePtr); 

362  

363   while ((Done==0) & (Error==0)); 

364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365  

366   if (Error != 0x0) { 

367    xil_printf("Error Code = %x\r\n",XAxiCdma_GetError(&xcdma)); 

368    XAxiCdma_Reset(&xcdma); 

369   } 

370   else { 

371    xil_printf("Moving data through DMA in Interrupt mode took %d 

clock cycles\r\n", TIMER_LOAD_VALUE-CntValue1); 

372    print("Transfer complete\r\n"); 

373    interrupt_cycles = TIMER_LOAD_VALUE-CntValue1; 

374    Error = 0; // reset for interrupt mode transfer 

375   } 

376  

377   for (i = 0; i < num; i++) { 

378     if ( destination[i] != source[i]) { 

379      xil_printf("Data match failed at = %d, source data 

= %d, destination data = %d\n\r",i,source[i],destination[i]); 

380      break; 

381     } 

382    } 

383   print("Transfered data verified\r\n"); 

384   xil_printf("Improvement using Interrupt DMA %d\r\n", 

385      (software_cycles-

interrupt_cycles)*100/software_cycles); 

386   Error = 0; 

387   Done = 0; 

388  

389   select = menu(); 

390     } 

391     print("-- Exiting main() --\r\n"); 

392     return 0; 

393 } 

394  

395 

먼저 사용자로 부터 전송할 데이터 갯수를 전달받기 위해 라인 29~89 까지 getNumber 

함수를 사용 했습니다. 

29  int getNumber (){ 

30   

31   Xuint8 byte; 

32   Xuint8 uartBuffer[16]; 

33   Xboolean validNumber; 

34   int digitIndex; 

35   int digit, number, sign; 

36   int c;  

37     

38   while(1){ 

39    byte = 0x00; 

40    digit = 0; 

41    digitIndex = 0; 

42    number = 0; 

81    } 

82    number *= sign; 

83    if(validNumber == XTRUE){ 

84     print("\r\n"); 



85     return number; 

86    } 

87    print("This is not a valid number.\n\r"); 

88   } 

89  } 

라인 159, 165, 168 에는 각각 uart, timer 및 dma 에 관련된 구조체를 선언 했습니다. 

159  XUartPs_Config *Config; 

168     XAxiCdma_Config * CdmaCfgPtr; 

171  XScuGic_Config *GicConfig; 

172  

라인 175, 180, 186 에서는 각 구조체에 하드웨어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175  Config = XUartPs_LookupConfig(XPAR_PS7_UART_1_DEVICE_ID); 

180  Status = XUartPs_CfgInitialize(&Uart_PS, Config, Config->BaseAddress); 

186  ConfigPtr = XScuTimer_LookupConfig(TIMER_DEVICE_ID); 

188  Status = XScuTimer_CfgInitialize(TimerInstancePtr, ConfigPtr, 

라인 195, 202 에는 인터럽트 관련 정보를 저장 합니다. 

195  GicConfig = XScuGic_LookupConfig(INTC_DEVICE_INT_ID); 

202  Status = XScuGic_CfgInitialize(&Gic, GicConfig, 

프로세서 메모리를 직접 억세스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캐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10  Xil_DCacheDisable(); 

라인 241 에서 DMA 와 인터럽트를 연결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하고 246 에서 

프로세서가 인터럽트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241  Status = SetupIntrSystem(&Gic, &xcdma); 

246  Xil_ExceptionEnable(); 

라인 296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300,301 에서 프로세서가 메모리 복사를 합니다. 이때 

소요된 시간을 저장 합니다.  

296   XScuTimer_RestartTimer(TimerInstancePtr); 

300   for (i=0; i<num; i++) 

301    *(destination+i) = *(source+i); 

303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304  

305   xil_printf("Moving data through processor took %d clock cycles\r\n", 

TIMER_LOAD_VALUE-CntValue1); 

306   software_cycles = TIMER_LOAD_VALUE-CntValue1; 



라인 313 에서 DMA 의 의한 인터럽트를 금지 시킵니다. 프로세서가 DMA 동작이 

끝났는지 계속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라인 327 을 보면 프로세서가 DMA 의 

동작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라인 316 에서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317 에서 DMA 동작을 시킵니다. 진행된 시간을 

328 라인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313 XAxiCdma_IntrDisable(&xcdma, XAXICDMA_XR_IRQ_ALL_MASK); 

316   XScuTimer_RestartTimer(TimerInstancePtr); 

317   Status = XAxiCdma_SimpleTransfer(&xcdma, (u32) source, (u32) destination, 

(num*4), NULL, NULL); 

327      while (XAxiCdma_IsBusy(&xcdma)); // Wait 

328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마지막으로 라인 357 에서 인터럽트를 다시 활성화 하고 라인 358 에서 다시 DMA 

동작을 시킵니다.  라인 363 에서 인터럽트에 의해 Done 또는 Error 가 발생하는지 

검사하고 나서 365 라인에서 진행된 시간을 측정 합니다.  

357   XAxiCdma_IntrEnable(&xcdma, XAXICDMA_XR_IRQ_ALL_MASK); 

358      Status = XAxiCdma_SimpleTransfer(&xcdma, (u32)source, (u32)destination, 

(num*4), Example_CallBack, (void *) &xcdma); 

361   XScuTimer_RestartTimer(TimerInstancePtr); 

363   while ((Done==0) & (Error==0)); 

364   CntValue1 = XScuTimer_GetCounterValue(TimerInstancePtr); 

365  

14.4 CDMA 동작 결과 

이 어플리케이션은 터미널을 통해 DMA 동작을 할 때 전송할 word 수를 먼저 

물어보고 dest, src 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ram to Bram 을 선택하면 프로세서 정해진 데이터 크기만큼 Bram 에서 

Bram 으로 데이터를 전송 합니다. 

그리고 나서 None Interrupt 방식으로 구현된 DMA 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마지막으로 

Interrupt 방식으로 구현된 DMA 로 데이터를 전송 합니다. 

이렇게 전송된 시간을 비교해서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 해 봅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 터미널을 통해 전송된 메세지를 출력한 화면 입니다. 



 

14.5 전송속도 향상하는 방법 

소프트웨어 코드도 동일한 상태에서 DMA 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간단히 생각하면 FCLK_CLK0 의 주파수를 올리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림 

중 프로세서 블록에서 로직 블록으로 클럭을 공급하는데 이때 이 주파수를 150Mhz 

정도로 올리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CDMA 와 2 개의 Bram 컨트롤러와 Bram 자체가 150Mhz 가 동작해야 

하므로 합성하는 툴로서는 조금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싱크 로직과 싱크 로직 사이의 지연시간이 주어진 

클럭의 주기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100Mhz 에서 동작하는 로직들은 싱크 로직과 싱크 로직사이가 모두 

10nsec 안에 지연시간이 맞춰줘야 하지만 150Mhz 로 동작한다면 6.666nsec 안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제 FPGA 설계를 많이 한 개발자들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클럭 속도를 높여서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Timing Constraint 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Chapter 15.  GP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

는 방법 

예를 들어 메모리에 있는 특정 데이터 블록을 계속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마스터를 설계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CDMA 는 메모리와 메모리 간에 데이터 전송을 할 수는 있지만 

메모리로 부터 특정 FIFO 로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뎀 장비 같은 경우, 외부 메모리로 부터 IQ 데이터를 중단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FIFO 를 연결해주는 DMA 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부담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XI 마스터를 설계하고 AXI 프로토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에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IP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 메모리 억세스 코어, npi_128 

이 IP 는 npi_128 이라는 IP 입니다. 이 ip 는 마스터 포트와 슬레이브 포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2 개의 axi interconnect 를 사용 합니다. 

마스터 포트로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동작을 하고 슬레이브 포트는 

프로세서로 부터 필요한 메모리 정보와 읽을 데이터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게 

됩니다.  



 

이 IP 의 포트는 다음과 같이 MPD 파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npi_128 에 대한 mpd file 입니다. 라인 47~52 를 보면 이 포트를 통해 메모리의 

데이터가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인 61~111 까지는 AXI4 에 대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8    

9   BEGIN npi_128 

10   

45   

46  ## Ports 

47  PORT rd_fifo_clk = "", DIR = I 

48  PORT rd_fifo_rd_en = "", DIR = I 

49  PORT rd_fifo_data = "", DIR = O, VEC = [31:0] 

50  PORT rd_fifo_empty = "", DIR = O 

51  PORT rd_fifo_full = "", DIR = O 

52  PORT npi_rd_ready = "", DIR = O 

60   

61  PORT S_AXI_ACLK = "", DIR = I, SIGIS = CLK, BUS = S_AXI 

62  PORT S_AXI_ARESETN = ARESETN, DIR = I, SIGIS = RST, BUS = S_AXI 

63  PORT S_AXI_AWADDR = AWADDR, DIR = I, VEC = [(C_S_AXI_ADDR_WIDTH-1):0], ENDIAN = LITTLE, 

BUS = S_AXI 

108 PORT m_axi_wlast = WLAST, DIR = O, BUS = M_AXI 

109 PORT m_axi_bready = BREADY, DIR = O, BUS = M_AXI 

110 PORT m_axi_bvalid = BVALID, DIR = I, BUS = M_AXI 

111 PORT m_axi_bresp = BRESP, DIR = I, VEC = [1:0], BUS = M_AXI 

112  

113 END 

114 

이 npi_128 은 프로세서가 적당한 값을 npi_128 내부 레지터스에 기록하면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계속 가져다가 npi_128 내부에 있는 FIFO 에 기록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npi_128 는 메모리 콘트롤러에 read request 를 하고 메모리 

콘트롤러를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읽어 npi_128 의 axi interface 로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 리스트는 npi_128 에 대한 mhs 파일 입니다. 

BEGIN npi_128 

 PARAMETER INSTANCE = npi_128_0 

 PARAMETER HW_VER = 1.00.a 

 PARAMETER C_BASEADDR = 0x71000000 

 PARAMETER C_HIGHADDR = 0x7100FFFF 

 PARAMETER C_INTERCONNECT_M_AXI_READ_FIFO_DEPTH = 512 

 BUS_INTERFACE M_AXI = axi4_0 

 BUS_INTERFACE S_AXI = axi4lite_0 

 PORT S_AXI_ACLK = clk_100_0000MHzPLLE0 

 PORT m_axi_aclk = clk_100_0000MHzPLLE0 

 PORT rd_fifo_clk = npi_128_0_rd_fifo_clk 

 PORT rd_fifo_rd_en = npi_128_0_rd_fifo_rd_en 

 PORT rd_fifo_data = npi_128_0_rd_fifo_data 

 PORT npi_rd_ready = npi_128_0_npi_rd_ready 

 PORT rd_fifo_full = npi_128_0_rd_fifo_full 

 PORT rd_fifo_empty = npi_128_0_rd_fifo_empty 

END 

여기서 axi 는 100mhz 동작하고 있지만 npi_128 의 rd_fifo_clk 은 외부에서 입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콘트롤러의 클럭과 

사용하고자 하는 클럭의 주파수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은 

npi_128 내부에는 aync fifo 를 구현했서 이렇게 서로 다른 클록 도메인간의 데이터 

전송을 해결 했습니다. 

15.2 npi_128의 user_logic.vhd 구성 

다음 리스트는 npi_128 내부를 구성라는 로직에 대한 일부 코드 입니다. 라인 142 부터 

202 까지는 npi_128 를 구성하는 포트에 대한 정의 입니다. 이 포트에는 FIFO 

인터페이스와 AXI 인터페이스가 같이 있습니다. 



1    

72  

125 entity user_logic is 

142   port 

143   ( 

144     -- ADD USER PORTS BELOW THIS LINE ------------------ 

145     --USER ports added here 

146   rd_fifo_clk               : in std_logic; 

147   rd_fifo_rd_en             : in std_logic; 

148   rd_fifo_data              : out std_logic_vector(31 downto 0);  

149   rd_fifo_empty             : out std_logic; 

150   rd_fifo_full              : out std_logic;  

151   npi_rd_ready              : out std_logic;  

159  

160     -- ADD USER PORTS ABOVE THIS LINE ------------------ 

161  

162     -- DO NOT EDIT BELOW THIS LINE --------------------- 

163     -- Bus protocol ports, do not add to or delete 

164     Bus2IP_Clk                     : in  std_logic; 

165     Bus2IP_Resetn                  : in  std_logic; 

166     Bus2IP_Data                    : in  std_logic_vector(C_SLV_DWIDTH-1 downto 0); 

167     Bus2IP_BE                      : in  std_logic_vector(C_SLV_DWIDTH/8-1 downto 0); 

168     Bus2IP_RdCE                    : in  std_logic_vector(C_NUM_REG-1 downto 0); 

169     Bus2IP_WrCE                    : in  std_logic_vector(C_NUM_REG-1 downto 0); 

170     IP2Bus_Data                    : out std_logic_vector(C_SLV_DWIDTH-1 downto 0); 

171     IP2Bus_RdAck                   : out std_logic; 

172     IP2Bus_WrAck                   : out std_logic; 

200     ip2bus_mstwr_eof_n             : out std_logic; 

201     bus2ip_mstwr_dst_rdy_n         : in  std_logic; 

202     bus2ip_mstwr_dst_dsc_n         : in  std_logic 

203     -- DO NOT EDIT ABOVE THIS LINE --------------------- 

204   ); 

라인 307 에는 async fifo 하나를 선언 했습니다. 입력은 128 비트이고 출력은 32 비트 

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현재 메모리 콘트롤러의 PHY 가 4:1 모드로 설계되어 

있어서 메모리 콘트롤러가 4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데이터 폭이 32 비트 이므로 

128 비트가 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307  COMPONENT afifo_128to32 

308    PORT ( 

309   rst : IN STD_LOGIC; 

310   wr_clk : IN STD_LOGIC; 

311   rd_clk : IN STD_LOGIC; 

312   din : IN STD_LOGIC_VECTOR(127 DOWNTO 0); 

313   wr_en : IN STD_LOGIC; 

314   rd_en : IN STD_LOGIC; 

315   dout : OUT STD_LOGIC_VECTOR(31 DOWNTO 0); 

316   full : OUT STD_LOGIC; 

317   empty : OUT STD_LOGIC; 

318      rd_data_count : OUT STD_LOGIC_VECTOR(2 DOWNTO 0) 

319    ); 

320  END COMPONENT; 

321  

322   

336  

337 begin 

338  

426  



라인 443~448 까지는 입력 클럭에 값이 증가하는 카운터를 하나 준비 했습니다. 이 

로직은 순수히 디버깅 용으로 외부에서 클럭이 제대로 공급되는지을 아는데 필요 

합니다. 

443   process(rd_fifo_clk) 

444   begin 

445    if rd_fifo_clk'event and rd_fifo_clk = '1' then 

446     cnt_rx <= cnt_rx + 1; 

447    end if; 

448   end process; 

 

라인 521 부터 548 까지는 프로세서와 npi_128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레지터스를 구성하는 부분 입니다. 특히 라인 547 에서는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한꺼번에 몇 바이트를 읽는지를 결정 합니다. 

메모리의 특징이 뭐냐하면 데이터를 한번 읽고 쓰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을 때 많이 읽고 써야 제대로 메모리를 억세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 542,3,4,5 를 보면 0x100 바이트 읽는 610nsec 이 소요되고 0x400 바이트를 읽을 

떄는 1090, 0x800 바이트를 읽을 때는 모두 1730nsec 이 소비 되었습니다. 읽는 시간은 

약 3 배로 증가했지만 읽는 데이터 양은 모두 8 배 증가 했습니다.  

521   -- rip control bits from master model registers 

522   ------------ offset 0 

523   mst_cntl_rd_req   <= mst_reg(0)(0); 

524   mst_cntl_wr_req   <= mst_reg(0)(1); 

525   mst_cntl_bus_lock <= mst_reg(0)(2); 

526   mst_cntl_burst    <= mst_reg(0)(3); 

527   ------------ offset 2 

528   c_cnt_burst       <= mst_reg(3)(4 downto 0) & mst_reg(2); 

529   ------------ offset 4 

530   -- mst_ip2bus_addr   <= mst_reg(7) & mst_reg(6) & mst_reg(5) & mst_reg(4); 

531   -- mst_ip2bus_addr   <= mst_reg(7)(7 downto 1) & cnt_burst & x"00";  

532   --- max pattern 307200 

533   --- 307200/128 == 2400 == 0x960 

534   --- every burst move 128byte ==> 0x80 ==> 0b1000_0000 

535   --- 24 + (12 + 1) + 7 

536   --- mst_ip2bus_addr   <= mst_reg(7) & mst_reg(6)(7 downto 3) & cnt_burst & 

mst_reg(5)(6 downto 0);  -- when 0x80 

라인 537 에서는 프로세서가 메모리의 어느 번지를 읽을 것인지 결정 합니다. 

537   mst_ip2bus_addr   <= mst_reg(7) & cnt_burst & x"0" & mst_reg(5)(6 downto 0);  -- 

when 0x8000 

538   --mst_ip2bus_be     <= mst_reg(9) & mst_reg(8); 

539   mst_ip2bus_be     <= x"ffff";  



0x800 번씩 몇 번을 읽을 것인 결정 합니다. 

540   c_cnt_repeat      <= mst_reg(11) & mst_reg(10); 

541   --mst_xfer_reg_len  <= mst_reg(14)(3 downto 0) & mst_reg(13) & mst_reg(12); 

542 --  mst_xfer_reg_len  <= x"00080";  

543 --  mst_xfer_reg_len  <= x"00100"; -- 610 nsec between req  

544 --  mst_xfer_reg_len  <= x"00400"; --1090 nsec between req 

545 --  mst_xfer_reg_len  <= x"00800"; --1730 nsec between req 

546 --  0x800 ==> 0x1000_0000_0000 

547   mst_xfer_reg_len  <= x"00800";  

548   mst_xfer_length   <= mst_xfer_reg_len(C_LENGTH_WIDTH-1 downto 0 ); 

549  

npi_128 는 모두 2 개의 스테이트 머신이 동작을 합니다.   

665   --implement master command interface state machine 

666   MASTER_CMD_SM_PROC : process( Bus2IP_Clk ) is 

667   begin 

668  

669     if ( Bus2IP_Clk'event and Bus2IP_Clk = '1' ) then 

710         -- state transition 

711         case mst_cmd_sm_state is 

최초의 상태는 CMD_IDLE 로서 프로세서 npi_128 에게 명령을 내릴 것을 기다립니다. 

712   when CMD_IDLE => 

프로세서로 부터 읽기 명령이 내려오면 CMD_RUN 을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713    if ( mst_go = '1') then 

714     if ( mst_cntl_rd_req = '1' ) then 

715      if rd_fifo_wr_cnt_s /= "111" then 

716       mst_cmd_sm_start_rd_llink <= '1'; 

717       mst_cmd_sm_state  <= CMD_RUN; 

718       cnt_st <= x"2"; 

719      end if; 

CMD_RUN 상태에서는 버스가 준비되어 있고 메모리를 읽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일 

때만 CMD_DONE 이라는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메모리 

콘트롤러 데이터를 읽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732    when CMD_RUN => 

733     if ( Bus2IP_Mst_CmdAck = '1' and Bus2IP_Mst_Cmplt = '0' ) 

then 

734      mst_cmd_sm_state <= CMD_WAIT_FOR_DATA; 

735      cnt_st <= x"3"; 

736     elsif ( Bus2IP_Mst_Cmplt = '1' ) then 

737      mst_cmd_sm_state <= CMD_DONE; 

738      cnt_st <= x"4"; 

739      if ( Bus2IP_Mst_Cmd_Timeout = '1' ) then 

740       mst_cmd_sm_set_error   <= '1'; 

741       mst_cmd_sm_set_timeout <= '1'; 

742      elsif ( Bus2IP_Mst_Error = '1' ) then 

743       -- AXI4LITE data transfer error 

744       mst_cmd_sm_set_error   <= '1'; 

745      end if; 

746     else 



747      mst_cmd_sm_state       <= CMD_RUN; 

748      cnt_st <= x"2"; 

749      mst_cmd_sm_rd_req      <= mst_cntl_rd_req; 

750      mst_cmd_sm_wr_req      <= mst_cntl_wr_req; 

751      mst_cmd_sm_ip2bus_addr <= mst_ip2bus_addr; 

752      mst_cmd_sm_ip2bus_be   <= mst_ip2bus_be(15 downto 

16-C_MST_NATIVE_DATA_WIDTH/8 ); 

753      mst_cmd_sm_xfer_type   <= mst_cntl_burst; 

754      mst_cmd_sm_xfer_length <= mst_xfer_length; 

755      mst_cmd_sm_bus_lock    <= mst_cntl_bus_lock; 

756     end if; 

마지막으로 읽어야 하는 버스트 갯수를 비교해 봐서 다 읽지 못했면 다시 CMD_RUN 

상태로 바꾸고 모두 읽은 상태라면 CMD_IDLE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773    when CMD_DONE => 

774     if(cnt_burst = c_cnt_burst - 1) then 

775      if(cnt_repeat = c_cnt_repeat - 1) then 

776       cnt_repeat <= (others => '0'); 

777       cnt_repeat <= (others => '0'); 

778       mst_cmd_sm_clr_go <= '1'; 

779       mst_cmd_sm_set_done <= '1'; 

780       mst_cmd_sm_busy     <= '0'; 

781       mst_cmd_sm_state <= FINISH; 

782       cnt_st <= x"5"; 

783      else  

만약 개발자가 c_cnt_repeat 가 0xffff 이면 무한대로 반복한다고 판단 합니다. 

784       cnt_burst <= (others => '0'); 

785       if(c_cnt_repeat /= x"ffff") then  

786        cnt_repeat <= cnt_repeat + 1; 

787       end if; 

788       mst_cmd_sm_set_done <= '1'; 

789       mst_cmd_sm_busy     <= '0'; 

790       mst_cmd_sm_state    <= CMD_IDLE; 

791      end if; 

792    

메모리 컨트롤러로 부터 전달 받은 메모리 데이터를 FIFO 에 쓰기 위한 조건을 라인 

996 에 언급하였습니다. 

996  mst_fifo_valid_write_xfer <= not(Bus2IP_MstRd_src_rdy_n) and mst_llrd_sm_dst_rdy 

and not(rd_fifo_full_s); 

997  mst_fifo_valid_read_xfer  <= not(Bus2IP_MstWr_dst_rdy_n) and mst_llwr_sm_src_rdy 

and not(wr_fifo_empty_s); 

998  Bus2IP_Reset   <= not (Bus2IP_Resetn); 

999  

라인 1102 부터 1114 까지 async fifo 에 대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2rd_fifo : afifo_128to32 

1103  PORT MAP ( 

1104    rst => fifo_rst, 

1105    wr_clk => Bus2IP_Clk, 

1106    rd_clk => rd_fifo_clk, 

1107    din => Bus2IP_MstRd_d, 

1108    wr_en => mst_fifo_valid_write_xfer, 

1109    rd_en => rd_fifo_rd_en, 



1110    dout => rd_fifo_data, 

1111    full => rd_fifo_full_s, 

1112    empty => rd_fifo_empty_s, 

1113    rd_data_count => rd_fifo_wr_cnt_s 

1114  ); 

1115 

라인 1121~1136 까지는 일단 읽기 시작하면 fifo 는 empty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콘트롤러 충분히 빠르게 데이터를 FIFO 에 써 넣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써주는 마스터와 읽어가는 마스터간에 속도 차이가 나면 이 부분을 디버깅 

하기 위해 로직을 추가 하였습니다. 

1121 

1122 process(rd_fifo_clk) 

1123 begin 

1124  if rd_fifo_clk = '1' and rd_fifo_clk = '1' then 

1125   if npi_rd_ready_s = '1' then 

1126    if rd_fifo_empty_s = '1' then 

1127     cnt_rd_fifo_empty_s <= cnt_rd_fifo_empty_s + 1;  

1128    end if; 

1129   else 

1130    if cnt_clear_d0 = '1' then  

1131     cnt_rd_fifo_empty_s <= (others => '0');  

1132    end if; 

1133   end if; 

1134   cnt_clear_d0 <= cnt_clear; 

1135  end if; 

1136 end process; 

1137 

다음 그림과 같이 1 번은 프로세서가 현재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과정이고 2 번은 

npi_128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버스트 방식으로 읽는 파형을 보여 줍니다. 

 

다음 리스트는 npi_128 를 싸고 있는 top 모듈 입니다.  

156 entity npi_128 is 

157   generic 

158   ( 

159     -- ADD USER GENERICS BELOW THIS LINE --------------- 

160     --USER generics added here 

161     -- ADD USER GENERICS ABOVE THIS LINE --------------- 

162  

163     -- DO NOT EDIT BELOW THIS LINE --------------------- 

164     -- Bus protocol parameters, do not add to or delete 

165     C_S_AXI_DATA_WIDTH             : integer              := 32; 

166     C_S_AXI_ADDR_WIDTH             : integer              := 32; 

167     C_S_AXI_MIN_SIZE               : std_logic_vector     := X"000001FF"; 

168     C_USE_WSTRB                    : integer              := 0; 

169     C_DPHASE_TIMEOUT               : integer              := 8; 

170     C_BASEADDR                     : std_logic_vector     := X"FFFFFFFF"; 

171     C_HIGHADDR                     : std_logic_vector     := X"00000000"; 

172     C_FAMILY                       : string               := "virtex6"; 

173     C_NUM_REG                      : integer              := 8; 



174     C_NUM_MEM                      : integer              := 1; 

175     C_SLV_AWIDTH                   : integer              := 32; 

176     C_SLV_DWIDTH                   : integer              := 32; 

177     C_M_AXI_ADDR_WIDTH             : integer              := 32; 

현재 phy 모드가 4:1 이기 때문에 128 로 설정해야 합니다. 

178     C_M_AXI_DATA_WIDTH             : integer              := 128; 

179     C_MAX_BURST_LEN                : integer              := 256; 

180     C_NATIVE_DATA_WIDTH            : integer              := 128; 

181     C_LENGTH_WIDTH                 : integer              := 20; 

182     C_ADDR_PIPE_DEPTH              : integer              := 1 

183     -- DO NOT EDIT ABOVE THIS LINE --------------------- 

184   ); 

185   port 

186   ( 

187     -- ADD USER PORTS BELOW THIS LINE ------------------ 

188     --USER ports added here 

npi_128 가 필요로 하는 포트를 정의하였습니다. 

189    rd_fifo_clk               : in std_logic; 

190   rd_fifo_rd_en             : in std_logic; 

191   rd_fifo_data              : out std_logic_vector(31 downto 0);  

192   rd_fifo_empty             : out std_logic; 

193   rd_fifo_full              : out std_logic;  

194   npi_rd_ready              : out std_logic;  

195  

196     -- ADD USER PORTS ABOVE THIS LINE ------------------ 

197  

198     -- DO NOT EDIT BELOW THIS LINE --------------------- 

나머지는 AXI 포트 입니다. 

199     -- Bus protocol ports, do not add to or delete 

200     S_AXI_ACLK                     : in  std_logic; 

201     S_AXI_ARESETN                  : in  std_logic; 

202     S_AXI_AWADDR                   : in  std_logic_vector(C_S_AXI_ADDR_WIDTH-1 downto 

0); 

203     S_AXI_AWVALID                  : in  std_logic; 

204     S_AXI_WDATA                    : in  std_logic_vector(C_S_AXI_DATA_WIDTH-1 downto 

0); 

205     S_AXI_WSTRB                    : in  std_logic_vector((C_S_AXI_DATA_WIDTH/8)-1 

downto 0); 

206     S_AXI_WVALID                   : in  std_logic; 

207     S_AXI_BREADY                   : in  std_logic; 

208     S_AXI_ARADDR                   : in  std_logic_vector(C_S_AXI_ADDR_WIDTH-1 downto 

0); 

다음 리스트는 현재 IP top 모듈과 user_logic 을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 입니다.  

라인 566 을 보면 IP top 모듈에서 정해진 값이 user_logic 까지 전달 됩니다. 

556   ------------------------------------------ 

557   -- instantiate User Logic 

558   ------------------------------------------ 

559   USER_LOGIC_I : entity npi_128_v1_00_a.user_logic 

560     generic map 

561     ( 

562       -- MAP USER GENERICS BELOW THIS LINE --------------- 



563       --USER generics mapped here 

564       -- MAP USER GENERICS ABOVE THIS LINE --------------- 

565  

566       C_MST_NATIVE_DATA_WIDTH        => USER_MST_NATIVE_DATA_WIDTH, 

567       C_LENGTH_WIDTH                 => USER_LENGTH_WIDTH, 

568       C_MST_AWIDTH                   => USER_MST_AWIDTH, 

569       C_NUM_REG                      => USER_NUM_REG, 

570       C_SLV_DWIDTH                   => USER_SLV_DWIDTH 

571     ) 

572     port map 

573     ( 

574       -- MAP USER PORTS BELOW THIS LINE ------------------ 

575       --USER ports mapped here 

576   rd_fifo_clk => rd_fifo_clk, 

577   rd_fifo_rd_en => rd_fifo_rd_en, 

578   rd_fifo_data => rd_fifo_data, 

579   rd_fifo_empty => rd_fifo_empty, 

580   rd_fifo_full => rd_fifo_full, 

581   npi_rd_ready => npi_rd_ready, 

582  

583       -- MAP USER PORTS ABOVE THIS LINE ------------------ 

584  

585       Bus2IP_Clk                     => ipif_Bus2IP_Clk, 

586       Bus2IP_Resetn                  => rst_Bus2IP_Reset_tmp, 

587       Bus2IP_Data                    => ipif_Bus2IP_Data, 

588       Bus2IP_BE                      => ipif_Bus2IP_BE, 

589       Bus2IP_RdCE                    => user_Bus2IP_RdCE, 

590       Bus2IP_WrCE                    => user_Bus2IP_WrCE, 

591       IP2Bus_Data                    => user_IP2Bus_Data, 

npi_128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aync fifo 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로 

coregen 을 통해서 구현 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npi_128 구현하는데 필요한 네트리스트가 무엇이진 알려 줍니다. 

############################################################################## 

## Filename:          

D:\project\mch_test\pcores/mch_master_demo_v1_00_a/data/mch_master_demo_v2_1_0.bbd 

## Description:       Black Box Definition 

## Date:              Thu Jun 15 15:23:49 2006 (by Create and Import Peripheral Wizard) 

############################################################################## 

 

Files 

################################################################################ 

afifo_128to32.ng 

MPD 파일에서는 현재 npi_128 가 네트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법을 사용 합니다. 

OPTION STYLE = MIX 

15.3 npi_128 시뮬레이션 설명 
 



15.3.1 시뮬레이션 환경 설정 

XPS 에서 정의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환경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번은 현재 모델심용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지정하고 2 번은 현재 사용하는 DDR2 메모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정보 입니다. 

여기서는 250nsec 이니까 400mhz 에서 동작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def+sg250 은 다음 그림과 같이 ddr2_parameters.VH 라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타이밍 정보를 공급하게 됩니다. 

 

15.3.2 시뮬레이션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세서가 적당히 npi_128 내부에 레지터스를 억세스 하고나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은 프로세서가 현재 메모리에 특정한 패턴을 기록하는 부분이고 그림 2 는 

npi_128 가 메모리로 부터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는 부분 입니다. 



실제로 프로세서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모리를 억세스 하더라도 실제로 억세스하는 

데이터 량은 npi_128 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합니다. 

뒤에서 설명하지만 1 번동안 프로세서가 하는 일은 0x200 개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차례대로 쓰는 것이고 2 번은 npi_128 가 데이터를 읽는 부분인데 이 짧은 구간에만 

벌써 10 번씩 0x800 개의 바이트를 읽었습니다.  

이런면에 프로세서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어도 프로세서 내부에 

데이터를 버스트방식으로 전달하는 특별한 블록이 없다면) 적당한 마스터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세서는 npi_128 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npi_128 내부에 있는 

레지터스를 억세스 해야 합니다. 

 



프로세서가 레지터스 억세스가 끝이 나면 npi_128 가 데이터를 읽기 시작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0x5000_0000 입니다. 두번째를 살펴보면 0x5000_0800 입니다. 

프로세서가 지시한데로 로직은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15.4 npi_128 디바이스 드라이버  

다음 리스트는 npi_128 를 억세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코드 입니다. 일단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어디까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는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GPIO 를 통해 값을 써 넣어 줌으로써 진행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4,8,10,12 에서는 현재 진행사항을 알기 위한 GPIO 억세스 코드 입니다. 

라인 5,6 번은 메모리 콘트롤러 메모리를 켈리브레이션 하는 동안 기다리는 부분 

입니다.  

메모리 켈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고속으로 동작하는 메모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Valid Window 를 찾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메모리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안전하게 메모리를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InitDone 이라는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계에서는 initDone 을 GPIO 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1   int main_rd() 

2   { 

3    volatile int i; 

4    *(int *)XPAR_AXI_GPIO_1_BASEADDR = 0x1; 

5    while(1) 

6     if((*(int *)XPAR_AXI_GPIO_0_BASEADDR) & 0x1) 

7      break; 

8    *(int *)XPAR_AXI_GPIO_1_BASEADDR = 0x2; 

라인 9 번에서는 메모리를 초기화는 작업을 하는 곳 입니다. 이전 그림에서 1 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test_init(); 

10   *(int *)XPAR_AXI_GPIO_1_BASEADDR = 0x3; 

라인 11 은 npi 에 데이터를 읽기위한 명령을 내리는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user_logic 의 레지터스 설계 부분과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11   axi_npi_rd(XPAR_NPI_128_0_BASEADDR, XPAR_AXI_7SDDR_0_S_AXI_BASEADDR, 0x5, 0x2); 

12   *(int *)XPAR_AXI_GPIO_1_BASEADDR = 0x4; 

13   

14   for(i = 0; i < 400; i++); 

Empty counter 를 계산한 결과를 클리어 시키고 싶을 때 사용 합니다. 

15   *(int *) (XPAR_NPI_128_0_BASEADDR + 0x1c) = 87654325; 

16   *(int *) (XPAR_NPI_128_0_BASEADDR + 0x1c) = 87654320; 

17  } 

18 

} 

15.5 npi_128 system.mhs 설명 

다음 리스트는 system.mhs 에 관련된 일부 소스 코드 입니다. 

라인 19 부터 39 까지는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입출력 포트에 대한 정의 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npi_128 의 FIFO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19   PORT ddr_cke = axi_7series_ddrx_0_ddr_cke, DIR = O, VEC = [0:0] 

20   PORT ddr_dqs_p = ddr_dqs_p, DIR = IO, VEC = [3:0] 

21   PORT ddr_dqs_n = ddr_dqs_n, DIR = IO, VEC = [3:0] 

22   PORT ddr_dq = ddr_dq, DIR = IO, VEC = [31:0] 

23   PORT ddr_dm = axi_7series_ddrx_0_ddr_dm, DIR = O, VEC = [3:0] 

24   PORT ddr_cas_n = axi_7series_ddrx_0_ddr_cas_n, DIR = O 

25   PORT ddr_ba = axi_7series_ddrx_0_ddr_ba, DIR = O, VEC = [1:0] 

26   PORT ddr_ck_n = axi_7series_ddrx_0_ddr_ck_n, DIR = O, VEC = [1:0], SIGIS = CLK 

27   PORT ddr_cs_n = axi_7series_ddrx_0_ddr_cs_n, DIR = O, VEC = [1:0] 

28   PORT ddr_ck_p = axi_7series_ddrx_0_ddr_ck_p, DIR = O, VEC = [1:0], SIGIS = CLK 

29   PORT ddr_odt = axi_7series_ddrx_0_ddr_odt, DIR = O, VEC = [1:0] 

30   PORT ddr_ras_n = axi_7series_ddrx_0_ddr_ras_n, DIR = O 

31   PORT ddr_addr = axi_7series_ddrx_0_ddr_addr, DIR = O, VEC = [12:0] 

32   PORT ddr_we_n = axi_7series_ddrx_0_ddr_we_n, DIR = O 

33   PORT npi_rd_fifo_clk = npi_128_0_rd_fifo_clk, DIR = I 

34   PORT npi_rd_fifo_rd_en = npi_128_0_rd_fifo_rd_en, DIR = I 

35   PORT npi_rd_fifo_data = npi_128_0_rd_fifo_data, DIR = O, VEC = [31:0] 

36   PORT npi_rd_ready = npi_128_0_npi_rd_ready, DIR = O 

37   PORT npi_rd_fifo_full = npi_128_0_rd_fifo_full, DIR = O 

38   PORT npi_rd_fifo_empty = npi_128_0_rd_fifo_empty, DIR = O 

39   PORT led = axi_gpio_1_GPIO_IO_O, DIR = O, VEC = [7:0] 



라인 200 부터 256 까지는 메모리 콘트롤러에 대한 정의 입니다. 

200 BEGIN axi_7series_ddrx 

201  PARAMETER INSTANCE = axi_7series_ddrx_0 

202  PARAMETER HW_VER = 1.03.a 

203  PARAMETER C_MEM_PARTNO = CUSTOM 

204  PARAMETER C_CK_WIDTH = 2 

205  PARAMETER C_DM_WIDTH = 4 

206  PARAMETER C_DQ_WIDTH = 32 

207  PARAMETER C_DQS_WIDTH = 4 

208  PARAMETER C_DRAM_TYPE = DDR2 

209  PARAMETER C_NCS_PER_RANK = 2 

210  PARAMETER C_RTT_NOM = 75 

현재 메모리의 마스터로서는 npi_128 과 프로세서의 캐시 콘트롤러 입니다. 

211  PARAMETER C_INTERCONNECT_S_AXI_MASTERS = npi_128_0.M_AXI & microblaze_0.M_AXI_DC 

외부에는 아래 파트번호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12  PARAMETER C_MEM_BASEPARTNO = MT47H128M16XX-25E 

메모리 파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했습니다. 

213  PARAMETER C_BANK_WIDTH = 2 

214  PARAMETER C_TCKE = 7500 

215  PARAMETER C_TFAW = 45000 

216  PARAMETER C_TPRDI = 1000000 

217  PARAMETER C_TRAS = 40000 

218  PARAMETER C_TRCD = 15000 

219  PARAMETER C_TREFI = 7800000 

220  PARAMETER C_TRFC = 197500 

221  PARAMETER C_TRP = 12500 

222  PARAMETER C_TRRD = 10000 

223  PARAMETER C_TRTP = 7500 

224  PARAMETER C_TWTR = 7500 

225  PARAMETER C_TZQI = 128000000 

226  PARAMETER C_TZQCS = 64 

227 # PARAMETER C_SIM_BYPASS_INIT_CAL = SIM_INIT_CAL_FULL 

228  PARAMETER C_S_AXI_BASEADDR = 0x50000000 

229  PARAMETER C_S_AXI_HIGHADDR = 0x5fffffff 

이 부분이 128 로 된 이유는 현재 PHY 가 4:1 모드로 정해져 있고 외부 메모리가 

32 비트인 것을 가정했기 때문 입니다. 

230  PARAMETER C_S_AXI_DATA_WIDTH = 128 

231 # PARAMETER C_SIM_BYPASS_INIT_CAL = SKIP # , results in modelsim stop, but it is 

fastest way open a wecase 

232 # PARAMETER C_SIM_BYPASS_INIT_CAL = OFF, results in too slow 

233  BUS_INTERFACE S_AXI = axi4_0 

234  PORT freq_refclk = clk_400_0000MHz1PLLE0_nobuf 

235  PORT mem_refclk = clk_400_0000MHzPLLE0_nobuf 

236  PORT sync_pulse = clk_25_0000MHz10PLLE0_nobuf 

237  PORT clk = clk_100_0000MHzPLLE0 

238  PORT clk_ref = clk_200_0000MHzPLLE0 

239  PORT ddr_cke = axi_7series_ddrx_0_ddr_cke 

240  PORT ddr_dqs_p = ddr_dqs_p 

241  PORT ddr_dm = axi_7series_ddrx_0_ddr_dm 

242  PORT ddr_parity = axi_7series_ddrx_0_ddr_parity 



243  PORT ddr_dqs_n = ddr_dqs_n 

244  PORT ddr_cas_n = axi_7series_ddrx_0_ddr_cas_n 

245  PORT ddr_ba = axi_7series_ddrx_0_ddr_ba 

246  PORT ddr_ck_n = axi_7series_ddrx_0_ddr_ck_n 

247  PORT ddr_dq = ddr_dq 

248  PORT ddr_cs_n = axi_7series_ddrx_0_ddr_cs_n 

249  PORT ddr_ck_p = axi_7series_ddrx_0_ddr_ck_p 

250  PORT ddr_odt = axi_7series_ddrx_0_ddr_odt 

251  PORT ddr_ras_n = axi_7series_ddrx_0_ddr_ras_n 

252  PORT ddr_addr = axi_7series_ddrx_0_ddr_addr 

253  PORT ddr_we_n = axi_7series_ddrx_0_ddr_we_n 

254  PORT pll_lock = proc_sys_reset_0_Dcm_locked 

255  PORT init_calib_complete = axi_7series_ddrx_0_init_calib_complete 

256 END 

257  

다음은 npi_128 에 대한 정의 입니다. 

265 BEGIN npi_128 

266  PARAMETER INSTANCE = npi_128_0 

267  PARAMETER HW_VER = 1.00.a 

268  PARAMETER C_BASEADDR = 0x71000000 

269  PARAMETER C_HIGHADDR = 0x7100FFFF 

270  PARAMETER C_INTERCONNECT_M_AXI_READ_FIFO_DEPTH = 512 

271  BUS_INTERFACE M_AXI = axi4_0 

272  BUS_INTERFACE S_AXI = axi4lite_0 

273  PORT S_AXI_ACLK = clk_100_0000MHzPLLE0 

274  PORT m_axi_aclk = clk_100_0000MHzPLLE0 

275  PORT rd_fifo_clk = npi_128_0_rd_fifo_clk 

276  PORT rd_fifo_rd_en = npi_128_0_rd_fifo_rd_en 

277  PORT rd_fifo_data = npi_128_0_rd_fifo_data 

278  PORT npi_rd_ready = npi_128_0_npi_rd_ready 

279  PORT rd_fifo_full = npi_128_0_rd_fifo_full 

280  PORT rd_fifo_empty = npi_128_0_rd_fifo_empty 

281 END 

282  

메모리 콘트롤러가 켈리브레이션을 마쳤는지 검사하기 위한 GPIO 입니다. 

283 BEGIN axi_gpio 

284  PARAMETER INSTANCE = axi_gpio_0 

285  PARAMETER HW_VER = 1.01.b 

286  PARAMETER C_GPIO_WIDTH = 1 

287  PARAMETER C_ALL_INPUTS = 1 

288  PARAMETER C_BASEADDR = 0x40000000 

289  PARAMETER C_HIGHADDR = 0x4000ffff 

290  BUS_INTERFACE S_AXI = axi4lite_0 

291  PORT S_AXI_ACLK = clk_100_0000MHzPLLE0 

292  PORT GPIO_IO_I = axi_7series_ddrx_0_init_calib_complete 

293 END 

294  

시뮬레이션 상태를 알기 위해 LED GPIO 를 하나 설계 했습니다. 

295 BEGIN axi_gpio 

296  PARAMETER INSTANCE = axi_gpio_1 

297  PARAMETER HW_VER = 1.01.b 

298  PARAMETER C_GPIO_WIDTH = 8 

299  PARAMETER C_BASEADDR = 0x40040000 

300  PARAMETER C_HIGHADDR = 0x4004ffff 

301  BUS_INTERFACE S_AXI = axi4lite_0 

302  PORT S_AXI_ACLK = clk_100_0000MHzPLLE0 

303  PORT GPIO_IO_O = axi_gpio_1_GPIO_IO_O 

304 END 



305 

15.6 system_top.vhd 설명 

다음 리스트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sub module 로 하는 top 파일의 일부 코드 입니다. 

라인 32~54 는 FPGA 와 연결되는 외부 핀에 대한 정의 입니다. 메모리 인터럽트와 

UART, RESET 및 클럭 정보등이 있습니다. 

31   

32  entity top is 

33   PORT( 

34    RS232_Uart_1_sin : IN std_logic; 

35    clk245_76mhz : IN std_logic;     

36    RESET : IN std_logic; 

37    CLK_P : IN std_logic; 

38    CLK_N : IN std_logic;     

39    ddr_dqs_p : IN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40    ddr_dqs_n : IN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41    ddr_dq : INOUT std_logic_vector(31 downto 0);       

42    RS232_Uart_1_sout : OUT std_logic; 

43    led : OUT std_logic_vector(7 downto 0); 

44    ddr_cke : OUT std_logic_vector(0 to 0); 

45    ddr_dm : 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46    ddr_cas_n : OUT std_logic; 

47    ddr_ba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48    ddr_ck_n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49    ddr_cs_n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50    ddr_ck_p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51    ddr_odt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52    ddr_ras_n : OUT std_logic; 

53    ddr_addr : OUT std_logic_vector(12 downto 0); 

54    ddr_we_n : OUT std_logic 

55    ); 

56  end top; 

라인 100 부터 127 까지는 포트 맵을 정했으며 라인 129 에서는 npi_128 로 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조건을 언급하였습니다.  

57   

58  architecture Behavioral of top is 

59    

99  begin 

100  Inst_system: system PORT MAP( 

101   RS232_Uart_1_sout =>RS232_Uart_1_sout  , 

102   RS232_Uart_1_sin =>RS232_Uart_1_sin  , 

103   RESET =>RESET  , 

104   CLK_P =>CLK_P  , 

105   CLK_N =>CLK_N  , 

106   led => led, 

107   ddr_cke =>ddr_cke  , 

108   

124   npi_rd_ready =>npi_rd_ready, 

125   npi_rd_fifo_full =>npi_rd_fifo_full, 

126   npi_rd_fifo_empty =>npi_rd_fifo_empty 

127  ); 

128  



129  npi_rd_fifo_rd_en <= not npi_rd_fifo_empty when npi_rd_ready = '1' else '0';  

130  

131 end Behavioral; 

132 

다음 리스트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테스트 벤치 일부 코드 입니다. 

라인 35 부터 66 까지는 포트에 대한 정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34    

35  ENTITY tb_bench IS 

36  END tb_bench; 

37    

38  ARCHITECTURE behavior OF tb_bench IS  

39    

40      -- Component Declaration for the Unit Under Test (UUT) 

41    

42      COMPONENT top 

43      PORT( 

44    RS232_Uart_1_sin : IN std_logic; 

45    RESET : IN std_logic; 

46    CLK_P : IN std_logic; 

47    CLK_N : IN std_logic;     

48    clk245_76mhz : IN std_logic;     

49    led : OUT std_logic_vector(7 downto 0); 

50    ddr_dqs_p : IN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51    ddr_dqs_n : IN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52    ddr_dq : INOUT std_logic_vector(31 downto 0);       

53    RS232_Uart_1_sout : OUT std_logic; 

54    ddr_cke : OUT std_logic_vector(0 to 0); 

55    ddr_dm : OUT std_logic_vector(3 downto 0); 

56    ddr_cas_n : OUT std_logic; 

57    ddr_ba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58    ddr_ck_n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59    ddr_cs_n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60    ddr_ck_p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61    ddr_odt :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62    ddr_ras_n : OUT std_logic; 

63    ddr_addr : OUT std_logic_vector(12 downto 0); 

64    ddr_we_n : OUT std_logic 

65          ); 

66      END COMPONENT; 

라인 71 부터 88 까지는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67      

68     -- No clocks detected in port list. Replace <clock> below with  

69     -- appropriate port name  

70      COMPONENT ddr2  

71      --COMPONENT ddr2_model  

72   PORT( 

73    ck : IN std_logic; 

74    ck_n : IN std_logic; 

75    cke : IN std_logic; 

76    cs_n : IN std_logic; 

77    ras_n : IN std_logic; 

78    cas_n : IN std_logic; 

79    we_n : IN std_logic; 

80    dm_rdqs : IN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81    ba : IN std_logic_vector(1 downto 0); 

82    addr : IN std_logic_vector(12 downto 0); 

83    dq : INOUT std_logic_vector(15 downto 0);        



84    dqs : IN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85    dqs_n : IN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86    rdqs_n: OUT std_logic_vector(1 downto 0);  

87    odt : in std_logic); 

88   END COMPONENT; 

89    

111 BEGIN 

112 -- fpga_0_clk_1_sys_clk_pin <= not fpga_0_clk_1_sys_clk_pin after 4 ns;   --- 

125mhz 

113 -- fpga_0_clk_1_sys_clk_pin <= not fpga_0_clk_1_sys_clk_pin after 20 ns;   --- 

25mhz  

114  

115  CLK_P <= not CLK_P after 5.0 ns; 

116  CLK_N <= not CLK_P; 

117  RESET <= '1' after 500 ns; 

라인 118 에서는 npi_rd_fifo_clk 에 공급될 클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5.76Mhz 로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118  clk245_76mhz <= not clk245_76mhz after 2.034 ns;  

119  --clk245_76mhz <= not clk245_76mhz after 1.034 ns;  

라인 120 부터 179 까지 메모리 모델과 시스템간의 연결 상태를 보여 줍니다. 

120  

121  -- Instantiate the Unit Under Test (UUT) 

122    uut: top PORT MAP ( 

123   RS232_Uart_1_sin => RS232_Uart_1_sin, 

124   clk245_76mhz => clk245_76mhz,  

125   RESET => RESET, 

126   CLK_P => CLK_P, 

127   CLK_N => CLK_N, 

128   ddr_dqs_p => ddr_dqs_p, 

129   ddr_dqs_n => ddr_dqs_n, 

130   ddr_dq => ddr_dq, 

131   led => led, 

132   RS232_Uart_1_sout => RS232_Uart_1_sout, 

133   ddr_cke => ddr_cke, 

134   ddr_dm => ddr_dm, 

135   ddr_cas_n => ddr_cas_n, 

136   ddr_ba => ddr_ba, 

137   ddr_ck_n => ddr_ck_n, 

138   ddr_ck_p => ddr_ck_p, 

139   ddr_cs_n => ddr_cs_n, 

140   ddr_odt => ddr_odt, 

141   ddr_ras_n => ddr_ras_n, 

142   ddr_addr => ddr_addr, 

143   ddr_we_n => ddr_we_n 

144         ); 

현재 외부에는 16 비트 메모리 2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0 라인의 

rdqs_n 은 open 처리 하였습니다. 

145  

146   ddr2_u0 : ddr2 port map ( 

147    ck =>  ddr_ck_p(0), 

148    ck_n => ddr_ck_n(0), 

149    cke => ddr_cke(0), 

150    cs_n => ddr_cs_n(0), 

151    ras_n => ddr_ras_n, 

152    cas_n => ddr_cas_n, 



153    we_n => ddr_we_n, 

154    ba => ddr_ba, 

155    addr => ddr_addr, 

156    dq => ddr_dq(15 downto 0), 

157    dqs => ddr_dqs_p(1 downto 0), 

158    dqs_n => ddr_dqs_n(1 downto 0), 

159    dm_rdqs => ddr_dm(1 downto 0), 

160    rdqs_n => open, 

161    odt => ddr_odt(0)); 

162  

163   ddr2_u1 : ddr2 port map ( 

164    ck =>  ddr_ck_p(1), 

165    ck_n => ddr_ck_n(1), 

166    cke => ddr_cke(0), 

167    cs_n => ddr_cs_n(1), 

168    ras_n => ddr_ras_n, 

169    cas_n => ddr_cas_n, 

170    we_n => ddr_we_n, 

171    ba => ddr_ba, 

172    addr => ddr_addr, 

173    dq => ddr_dq(31 downto 16), 

174    dqs => ddr_dqs_p(3 downto 2), 

175    dqs_n =>ddr_dqs_n(3 downto 2), 

176    dm_rdqs => ddr_dm (3 downto 2), 

177    rdqs_n => open, 

178    odt => ddr_odt(1)); 

179 END; 



Chapter 16. 징크 부팅 방법 

징크 디바이스는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세서 부팅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부팅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징크를 부팅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과 용어들을 설명하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6.1 부팅순서에 대해서 

징크는 PS 블록과 PL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PS 가 먼저 부팅 됩니다. 징크에 

전원이 인가되고 리셋이 풀리고 나면 PS 블록내에 있는 ROM 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기 

시작 합니다. 

이 ROM 은 개발자들이 읽을 수 없는 부분이며 자일링스에서 징크를 처음 출시할 때 

가장 단순한 코드로 이미 프로그램되어 나옵니다. 

이 ROM 이 하는 일은 FSBL (First Stage Boot Loader) 라는 프로그램을 읽어와서 OCM 

(On Chip Memory)에 복사하고 제어권을 FSBL 로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가지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ROM 에 있는 코드가 뭐냐 하는 것 입니다. 자일링스는 이 코드를 Zero Stage Boot 

Loader 라고 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서는 2 개의 프로세서중 CPU0 라고 

하는 프로세서 입니다. 

CPU0 프로세서는 먼저 CPU1 을 idle 상태로 만들고 어떤 저장 매체로 부터 데이터를 

읽을 것 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16.1.1 Mode Pin / Vmode Pin 

징크 부팅에 사용하는 플레시 메모리로는 NAND, NOR, QSPI, SD 가 있습니다. 

징크 데이터 쉬트를 읽어보면 이런 플레시 메모리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MODE 

PIN 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 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표에 의하면 부팅에 필요한 플레시 메모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MIO/3,4,5 번이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FPGA 를 사용할 경우에도 MODE 핀이라고 해서 징크의 

MIO/3,4,5 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핀들이 있습니다. FPGA 의 MODE 핀은 컨피규레이션 

방법을 정의하는 역할로만 사용되지만 징크의 MIO/3,4,5 다른 용도로도 사용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회로 구성이 필요 합니다. 



 

이 그림에서 MIO 핀을 20K 저항을 통해 PULL-UP 또는 PULL-DOWN 을 하게 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MIO 는 2 개의 뱅크를 가지고 있으며 뱅크마다 다른 

전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cco_P0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6.1.2  Secure boot 

징크는 컨피규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암호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rst Stage 

Boot Loader, Application 및 FPGA 컨피규레이션용 데이터도 암호화 할 수 있습니다. 

징크는 암호키를 저장하기 위해서 2 가지 방법을 제시 합니다. 먼저 eFuse 라고 하는 

one time programmable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암호키를 저장 합니다. 두번째 

battery 에 의해서 동작하는 램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를 푸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그림을 보면 PL 블록에 AES 와 

HMAC 이라는 블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PL 블록에 전원을 

인가해야 제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16.1.3 멀티부트 

멀티부트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 됩니다.  

The BootROM supports partition search in the event of a failure in the primary BootROM 
partition. As part of the same mechanism for partition search, the BootROM supports 
multiboot where different images can be loaded on device reset. The multiboot and boot 
partition search follows the flow diagram in Figure 6-2. 



 

Figure 6-2 demonstrates the multiboot flow from the stage 1 Image. The mechanism used 
in stage 1 could be used in later device stages as well. 

To use multiboot multiple, images must be placed in flash. Each image requires a 
BootROM header. These images can be placed in any order, but after POR the BootROM 
uses the first image in flash as the initial image. 

The steps to use multiboot are as follows: 

16.1.4  

 Calculate the REBOOT_OFFSET address: 

a. This offset is relative to the beginning of flash 

b. REBOOT_OFFSET can be calculated as: 



Image Byte Address in Flash / 0x8000 

2. Write REBOOT_OFFSET to MULTIBOOT_ADDR[12:0]. 

3. Perform a warm reset. 

For partition search to work, the golden images should be placed after the image intended 
for load in the absence of a failure.  

Figure 6-3 and Figure 6-4 demonstrate the flash layout required for boot partition search.  

Normally the device boots from the standard image but in the event of a failure the 
BootROM searches, finds, and boots from the golden image. 

16.2 FSLB 에 있는 Fallback function 

다음 리스트는 징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FSBL 에서 Fallback 함수 입니다. 

1   void FsblFallback(void) 

2   { 

3    u32 RebootStatusReg = FsblIn32(REBOOT_STATUS_REG); 

4    

5    SlcrUnlock(); 

6    

7    /* Notify Boot ROM something is wrong */ 

8    FsblOut32(REBOOT_STATUS_REG, RebootStatusReg | FSBL_FAIL_MASK); 

9    

10   xil_printf("FSBL fallback %x\r\n", FsblIn32(REBOOT_STATUS_REG)); 

11   xil_printf("FSBL fallback %x\r\n", FsblIn32(REBOOT_STATUS_REG)); 

12   

13   /* Barrier */ 

14   asm( 

15    "dsb\n\t" 

16    "isb" 

17   ); 

18   

19   /* Hand off to Boot ROM */ 

20   SlcrUnlock(); 

21   

22   /* Reset PSS, so Boot ROM will restart */ 

23   FsblOut32(PSS_RST_CTRL_REG, PSS_RST_MASK); 

24   

25   SlcrLock(); 

26  } 

27 

이 함수에서 라인 23 번을 보면 warm boot 하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16.3 BootRom Header 

Fields Header Word Offset 

Reserved for interrupts 0x00 - 0x01C 

Width Detection 0x020 

Image Identification 0x024 

Encryption status 0x028 

User Defined 0x02C 

Source Offset 0x030 

Length of Image 0x034 

Reserved 0x038 

Start of Execution 0x03C 

Total Image Length 0x040 

Reserved 0x044 

Header Checksum 0x048 

Reserved 0x04C - 0x09C 

Register Initialization 0x0A0 - 0x89C 

FSBL Image 0x8A0 

 

16.3.1  

Reserved for Interrupts — Byte Offset 0x0 

Twenty-eight (28) words are reserved for interrupts. This is useful for execute-in-place for 
NOR and QSPI devices. It allows the vector table to be managed in two ways. The first is to 
use the MMU to remap the flash linear address space to 0x0. The second method to 

manage the vector table location is to use the coprocessor VBAR register. For more 



information on setting this register refer to the ARM v7-AR Architecture Reference 
Manual. 

Width Detection — Byte Offset 0x20 

This word has a mandatory value of 0xAA995566. This value allows the boot ROM to 
determine data width of a single Quad-SPI device and optional presence of a second 
parallel Quad-SPI device at power-up. Based on the data read, the BootROM reconfigures 
the flash interface so that the flash ROM can be read by the CPU as a linear address space. 
If this value cannot be found, the BootROM performs a lockdown. 

Image Identification — Byte Offset 0x24 

This word has a mandatory value of 0x584C4E58,'XLNX'. This value allows the BootROM 
(along with the width detection word) to determine that a valid flash ROM boot header is 
present. If the value is not matched, the boot ROM does a lockdown. 

Encryption Status — Byte Offset 0x28 

If the boot image is encrypted valid values for this field are: 

• 0xA5C3C5A3 (E-Fuse key source) 

• 0x3A5C3C5A (Battery-backed RAM key source) 

A value of 0 (zero) indicates a non-encrypted flash ROM boot image. Any other value 
causes the boot ROM to do a lockdown. 

User Defined — Byte Offset 0x2C 

This word is user-defined and can be any value. The boot ROM does not interpret or use 
this field. 

Source Offset — Byte Offset 0x30 

This word contains the number of bytes from the beginning of the flash image where the 
FSBL load image resides. This value is relative to the beginning of flash. The value must be 
at or above address offset 0x8C0 because the offset must be aligned to a 64-byte 
boundary (the lower six bits must be zero). 

Length of Image — Byte Offset 0x34 

This word contains the byte count of the load image to transfer to OCM memory. 
Transfers stop at the top of OCM memory regardless of any leftover count, causing a 
security lockup.  



The maximum image length is 0x30000.  

A value of zero with NOR or QSPI flash causes the boot ROM to execute the FSBL from the 
associated flash device without copying the image to OCM (XIP). 

Reserved — Byte Offset 0x38 

This word region is reserved for future use and must be initialized to 0x0. 

Register Initialization — Byte Offset 0xA0 

This word region contains a simple system to initialize PS registers for the MIO multiplexer 
and flash clocks. This allows the MIO multiplexer to be fully configured before the stage 1 
image is copied into OCM or executed from flash with XIP, and allows for flash device 
clocks to be set to maximum bandwidth speeds. 

A register initialization appears as two words, first a register address, then a register value. 
Register initializations can be in any order, and the same register can be initialized with 
different values as many times as needed. The register initialization is performed prior to 
copying the stage 1 image allowing modification of the default system setup for maximum 
configuration performance. 

The allowable address range depends on whether the image is secure or non-secure: 

• Secure mode allows addresses from 0xF8000100 to 0xF80001B4 

• Non-secure mode allows addresses from 0xE0000000 to 0xFFF00000 

The BootROM stops register initialization when either 0xFFFFFFFF register address is 
encountered or after the last register initialization pair (0x898 - 0x89F). Register address 
values not equal to 0xFFFFFFFF or the allowed range cause the boot ROM to perform a 
security lockup. 

FSBL Image — Byte Offset 0x8A0 

The FSBL image must start at or above this location. 

16.3.2 The BootROM partition search mechanism protects against these fa
ilures: 

• An update was started on the standard image but the system was interrupted after 
erasing the section requiring an update. 

• The write operation began but the write process only partially finished. 



16.3.3 The BootROM partition search mechanism does not protect a

gainst these failures: 

• The section of memory where the standard image resides became corrupt by some 
unspecified means. 

• A complete image was written but it is non-functional. 

16.3.4 To provide a mechanism for fallback configuration, the BootROM pr
ovides the following functionality: 

• The BootROM looks for a keyword in the header to identify a BootROM image  

("XLNX" at offset 0x24 in header). 

• The BootROM calculates a checksum to verify that the header is not corrupt.  

(Comparison value is located at 0x48 in header.) 

If there is a failure in any of the checks, the BootROM begins searching on 32 KB 
boundaries for another image that passes the keyword test and the CRC check. The 
BootROM is only capable of handling one fallback image.  

Additionally, the BootROM only searches a limited address space on the configuration 
device: 

• SD does not have golden image or search capabilities 

• NAND searches the first 128 MB of memory 

• NOR and QSPI search the first 16 MB of memory 

• NOR and dual QSPI can use the first 32 MB of memory 

• Single QSPI is limited to the first 16 MB of address space 



Chapter 17. 징크에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실

행 및 디버깅 방법 

이번 랩에서는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PL 에 연결된 GPIO 를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상에 억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SDK 를 이용해 간단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음 Z702 보드에 있는 LED 를 

GPIO 를 통해 억세스하는데 Z702 보드는 기본적으로 SD 카드에 있는 리눅스로 부팅된 

상태에서 이 랩이 가능 합니다. 

이 랩에선느 RSE (Remote System Explorer)기능을 이용해 SDK 를 에서 프로그래밍하고 

RSE 를 통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이더넷을 통해 Z702 보드에 다운로드 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킵니다. 

17.1 이더넷 세팅 

먼저 Z702 의 SD 카드 내부에 있는 리눅스 이미지는 IP 어드레스로 192.168.1.10 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C 에서는 192.168.1.20 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맞춰야 RSE 를 사용해 어플리케이션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17.1.1 PC Ethernet Setting 

다음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는 PC 에서 이더넷 세팅을 한 결과 입니다. 유선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확인 후 IP 어드레스를 맞춰야 합니다.  



 

17.1.2 리눅스 부팅 로그 

다음 리스트는 SD 카드에 있는 리눅스 이미지를 이용해 부팅할 때 나오는 메세지 

일부를 보여 줍니다. 현재 “192.168.1.10”으로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mcblk0: mmc0:e624 SU02G 1.84 GiB 

 mmcblk0: p1 

GEM: phydev ceb19800, phydev->phy_id 0x1410e40, phydev->addr 0x7 

eth0, phy_addr 0x7, phy_id 0x01410e40 

eth0, attach [Marvell 88E1116R] phy driver 

IP-Config: Complete: 

     device=eth0, addr=192.168.1.10, mask=255.255.255.0, gw=255.255.255.255, 

     host=ZC702, domain=, nis-domain=(none), 

17.1.3 SD 카드에서 .. 

Z702 보드는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제공 됩니다. SD 카드는  32FAT 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PC 에서 필요한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 합니다. 

Z702 에서 SD 카드로 부팅하기 위해서는 Mode Pin 이 정확히 세팅되어야 하는데 

MIO3,4,5 번이 각각 (0,1,1)이 되도록 jumper setting 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SD 카드에 있는 파일 리스트 입니다. 



 

만약 mode pin 이 SD 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면 프로세서는 SD 에서 boot.bin 파일을 

찾게 되는데 이 boot.bin 에는 FSBL 이 포함되어 있고 FSBL 는 u-boot 를 통해 리눅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17.2 SDK 실행 및 workspace 준비 

이 예제는 GPIO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LAB 에서 GPIO 를 사용했던 Workspace 를 

사용 합니다.  제가 가진 PC 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선택 했습니다. 

 

몇가지 application 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2.1 터미널 세팅 

주의) 제 PC 에서는 USB2UART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Z702 보드에 전원이 인가되어야 합니다. COM4 는 USB2UART 에 의해서 지정된 COM 

PORT 입니다. 따라서 COM#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관리자에서 

현재 할당된 COM#를 찾아야 합니다. 

 

보드에 전원을 인가하고 포트 번호와 Boud Rate 를 정합니다. 



 

다음 그림은 리눅스 부팅 과정에 출력되는 메세지를 SDK 터미널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2.2 새로운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만들기 

Workspace 가 선택된 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다음 그림 1 번을 보면 Standalone 과 linux 가 있는데 여기서는 Linux 를 선택하고 

2 번과 같이 선택 합니다. 여기서는 “Linux Hello World”를 선택 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나면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지는데 같은 프로젝트 이름이 있으면 뒤에 숫자가 하나씩 

붙게 됩니다. 

 

GPIO 관련된 bit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SDK 에서 다음과 같이 메뉴를 선택 합니다. 

 

Bit 은 system_hw_platform/system.bit 을 할당 합니다. System.bit 파일이라는 이름은 

PlanAhead 에서 Export 할 때 bit 파일 이름을 system.bit 파일로 바뀌기 때문 입니다. 

CortexA9 을 사용할 때는 BMM 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17.3 Remote System Explorer 사용하기 

이제 PC 와 Linux 로 부팅된 Z702 보드와 RSE 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그림과 같이 SDK/Window/Open../Other..를 선택 합니다. 

 

Remote System Explorer 를 선택 합니다. 

 



그림 1 과 같이 SDK 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 납니다. 그림 2 를 보면 Z702 보드에서 

zynq> 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했습니다.  

 

Local / New / Connect 을 선택 합니다.  

 

SSH Only 를 선택 합니다. 

 

제 PC 와 Z702 는 현재 Cross Ethernet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Z702 보드의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그림 1 과 같이 192.168.1.10 이 보이고 그 밑으로 그림 2 와 같이 Root 를 선택 하면 

USER ID / PW 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모두 “root”를 입력 합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 Z702 보드의 DDR3 에 있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PC 와 Z702 를 RSE 를 통해 연결 합니다. 

17.4 디버그 옵션 구성 

SDK 에서 C/C++ 옵션을 선택 합니다. 

 

그림 1 과 같이 “linux_hello_world_1”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Run As 와 Run 

Configuration 을 선택 합니다 

 

그림 1 에서 Remote ARM Linux Application 을 선택 하고 난 후 SDK 에서 생성된 ELF 

파일을 저장하고 실행할 폴더 위치를 선택 해야 합니다. 그림 3 과 같이 Z720 보드의 

리눅스 시스템을 선택하고 그림 4 와 같이 저장될 폴더를 tmp 로 지정 합니다. 



 

그림 1 과 같이 /tmp/linux_hello_world_1.elf 가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2, 

3 과 같이 Apply, Run 을 선택 합니다. 



 

 

실행 될 줄 알았는데 에러가 났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래 그림과 같이 

Connection 부분을 Z702 의 IP 주소로 할당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시 Appy, Run 을 

선택 합니다. 

 



Hello World 는 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된 폴더도 지정한 대로 잘 설정되었습니다. 

 

코드를 간단히 고쳐 본 후 Apply, Run 을 다시 선택 합니다. 

#include <stdio.h> 

 

int main() 

{ 

 int i; 

 for(i = 0; i < 10; i++) 

  printf("Hello World %d \n", i ); 

 

    return 0; 

} 

다음 그림은 수정된 소스 코드대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5 GPIO access Linux App 

이제는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이 GPIO 를 제어해서 LED 를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GPIO 의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0x4012_0000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마다 어플리케이션이 억세스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번지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 번지를 할당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함수가 바로 Linux_GPIO_initialize 라는 함수 입니다.  

1   void *Linux_GPIO_initialize(int gpio_base_address, int direction, int first_call) 

2   { 

3    void *mapped_dev_base; 

4    off_t dev_base = gpio_base_address; 

5    

6    // Linux service to directly access PL hardware as memory without using a device 

driver 

7    // The memory mapping to device service should only be called once 

8    if (first_call) { 

9     memfd = open("/dev/mem", O_RDWR | O_SYNC); 

10    if (memfd == -1) { 

11     printf("Can't open /dev/mem.\n"); 

12     exit(0); 

13    } 

14    printf("/dev/mem opened.\n"); 

15   } 

16   

17   // Map one page of memory into user space such that the device is in that page, 

but it may not 

18   // be at the start of the page. 

19   mapped_base = mmap(0, MAP_SIZE, PROT_READ | PROT_WRITE, MAP_SHARED, memfd, 

dev_base & ~MAP_MASK); 

20      if (mapped_base == (void *) -1) { 

21       printf("Can't map the memory to user space for LED GPIO.\n"); 

22       exit(0); 

23      } 

24      printf("LED GPIO memory mapped at address %p.\n", mapped_base); 

25   

26      // Get the address of the device in user space which will be an offset from the 

base 

27      // that was mapped as memory is mapped at the start of a page 

28      mapped_dev_base = mapped_base + (dev_base & MAP_MASK); 

29   

30      // Slight delay for Linux memory access problem 

31      usleep(50); 

32      // write to the direction GPIO direction register to set as all inputs or outputs 

33      //*((volatile unsigned long *) (mapped_dev_base + GPIO_DIRECTION_OFFSET)) = 

direction; 

34      return mapped_dev_base; 

35  } 

36 

이 함수의 라인 1 번을 보면 3 개의 인자값이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첫번째 인자값인 

int gpio_base_address 는 현재 시스템에 할당된 물리적인 주소 값 입니다. 두번째 

인자값은 gpio 의 방향성, 즉 입력이냐 출력이냐를 정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은 현재 이 

함수가 첫번째 호출되는지를 알려주는 인자 값 입니다. 



1   void *Linux_GPIO_initialize(int gpio_base_address, int direction, int first_call) 

라인 8 번을 보면 이 함수가 처음 호출되었다면 물리 주소를 바탕으로 논리 주소를 

만들어 내는 코드를 호출 합니다. 

8    if (first_call) { 

라인 9 번 부터 23 번을 보면 파일을 하나 오픈하고 해당 파일을 통해 물리 주소와 

논리 주소를 연결해주는 mmap 이라는 함수를 호출 합니다. 이때 무사히 주소를 할당 

받으면 할당된 주소를 return 합니다. 

9     memfd = open("/dev/mem", O_RDWR | O_SYNC); 

10    if (memfd == -1) { 

11     printf("Can't open /dev/mem.\n"); 

12     exit(0); 

13    } 

14    printf("/dev/mem opened.\n"); 

15   } 

16   

19   mapped_base = mmap(0, MAP_SIZE, PROT_READ | PROT_WRITE, MAP_SHARED, memfd, 

dev_base & ~MAP_MASK); 

20      if (mapped_base == (void *) -1) { 

21       printf("Can't map the memory to user space for LED GPIO.\n"); 

22       exit(0); 

23      } 

 

17.5.1 Main function 

다음 리스트는 main 함수에 대한 소스코드 입니다. 

1   int main()  

2   { 

3    

4    // local variable 

5    int mode = 0, i;                                                  

6    volatile int k = 0; 

7    

17   

18   // let the user know that we're starting 

19   print("---basic_design_zynq Exerciser--- 1 \n\r"); 

20   

21   //***** initialize the GPIOs ***** 

22  #ifdef LINUX_APP 

25   mapped_led_dev_base = Linux_GPIO_initialize(GPIO_LED_BASE_ADDRESS, ALL_OUTPUTS, 

TRUE); 

26   print("---3 \n\r"); 

40   

41   i = 0; 

42   while(1) { 

43    for(k = 0; k < 1000000; k++); 

44    LEDs_driver(i++); 

45   } 

46 



라인 22 번과 26 번을 보면 현재 물리적으로 할당된 주소 값 GPIO_LED_BASE_ADDRES 

를 논리 어드레스인 mapped_led_dev_base 로 바꿔 줍니다. 

22  #ifdef LINUX_APP 

25   mapped_led_dev_base = Linux_GPIO_initialize(GPIO_LED_BASE_ADDRESS, ALL_OUTPUTS, 

TRUE); 

다음 함수는 새로 할당받은 논리 어드레스를 통해 GPIO 에 일정한 값을 기록하는 함수 

입니다. 

void LEDs_driver(int led_image) 

{ 

#ifdef LINUX_APP 

// Linux write to gpio, by writing to a memory address of the gpio data register, no device 

driver needed! 

*((volatile unsigned long *) (mapped_led_dev_base + GPIO_DATA_OFFSET)) = led_image; 

#else 

// Standalone library write to gpio, using a library device driver service 

XGpio_DiscreteWrite(&LED_device,LED_CHANNEL,led_image); 

#endif 

}  

이 함수를 보면 같은 GPIO 를 억세스하는 코드 이지만 리눅스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할당받은 논리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standalone 인 경우에는 물리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5.2 SDK 준비 

이제 linux_gpio 를 RSE 를 통해 실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1 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림 2,3 과 같이 ELF 를 선택 합니다. 



 

그림 1,2 와 같이 Z702 보드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폴더 위치도 정해 

줍니다. Apply & Run 을 선택 하면 GPIO 를 통해 LED 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현재 논리 어드레스로 0x4028_6000 이 할당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5.3 DOS 창에서 cmd로 telnet을 접속한 후 실행할 결과 

도스창에서 “CMD>telnet 192.168.1.10”을 입력해서 아래와 같이 telnet 화면이 출력 

됩니다. 여기서 linux_gpio.elf 를 두번 실행 하면 다시 새로운 논리 주소인 0x4021_a000 

이 할당 됩니다. 

/ # ls 

README          licenses        proc            update_qspi.sh 

bin             linuxrc         root            usr 

dev             lost+found      sbin            var 

etc             mnt             sys 

lib             opt             tmp 

/ # cd tmp 

/tmp # ls 

linux_gpio.elf           linux_hello_world_1.elf  qtembedded-0 

/tmp # ./linux_gpio.elf 

---basic_design_zynq Exerciser--- 1 

/dev/mem opened. 

LED GPIO memory mapped at address 0x4021a000. 

---3 

다시 도스창에서 telnet 을 접속해서 다시 실행하면 0x4033_2000 이라는 논리 주소가 

다시 할당 됩니다. 

 
/ # ls 

README          licenses        proc            update_qspi.sh 

bin             linuxrc         root            usr 

dev             lost+found      sbin            var 

etc             mnt             sys 

lib             opt             tmp 

/ # cd tmp 

/tmp # ls 

linux_gpio.elf           linux_hello_world_1.elf  qtembedded-0 

/tmp # ./linux_gpio.elf 

---basic_design_zynq Exerciser--- 1 

/dev/mem opened. 

LED GPIO memory mapped at address 0x40332000. 

---3 



이렇게 되면 현재 Z702 는 2 개의 linux_gpio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Chapter 18. 유저로직과 인터페이스 

 

 

 

 

 

 

 

 

 

 

일반적으로 FPGA 내부 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FPGA 내에 설계하는 사용자 로직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가 버스를 통해 user logic 을 억세스하기 위해서는 버스 신호와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읽어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할 

말로 잔뜩 써 있는 것이 데이터 시트입니다. 

XPS 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면 user logic 을 억세스하는 IP 를 따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장에서는 유저로직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법 3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제 IP 

core 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18.1 레지스터 방식으로 유저로직  억세스 

레지터스 방식으로 억세스 한다는 것은 마스터가 데이터를 억세스할  때  트랜잭션 

한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읽거나 쓰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특정 IP 내부에 있는 각종 레지터스를 억세스할 때는 읽고 쓰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8.1.1 AXILite access 

Aix4lite 억세스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와 user define register 간에 데이터 전송이 

버스트 방식이 아니고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억세스 하는 방법을 의미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마스터는 주로 프로세서를 의미 합니다. 

마스터가 레지터스를 읽기 위해서는 인터커넥터를 거쳐야 하는데 인터커넥터와 

레지터스를 연결해주는 부분을 설계하는 것이 귀찮은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axi4lite 

interconnector
master

user define

register
?

 

이 임베디드 시스템은 다음 그림과 같이 system 이라는 프로세서 블록에서 몇 가지 

버스 신호를 만들어 top.vhd 내에 있는 레지스터와 메모리를 억세스 합니다. 

AXI4lite 를 통해 user logic 을 억세스 하기 위해서는 chip select, address, data bus, rd, wr, 

clk, rst 신호가 필요 합니다. 

?

data in/out

address

rd, wr, clk

cs[3:0]

User 

define 

register

master
axi4lite 

interconnector

 



개발자 입장에서 레지터스를 억세스 하기 위한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 및 RD, WR, 

CS 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디코딩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8.1.2 AXI_USER_LOGIC_32x8192_4CS 

개발자 입장에서는 AXI 프로토콜을 전부 이해하는 것 보다는 다음과 같은 타이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억세스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편리 합니다. 

  

다음 그림은 axi_user_logic_32x8192_4cs_v1_00_a 와 user_logic.vhd 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system

data in/out

address

rd, wr, clk

cs[3:0]

User 

define 

register

top

 

18.1.3 edk_user_repository    

EDK 에서 제공하지 않는 IP 를 사용자가 만들었을 경우 다른 모든 XPS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폴더에 IP 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 폴더에 axi_user_logic_32x8192_4cs_v1_00_a 가 있습니다. 

 

이 IP 는 axi_user_logic_32x8192_4cs.vhd 와 user_logic.vhd 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8.1.4 axi_user_logic_32x8192_4cs 연결하기 

 Bus interface 

IP Catalog 에서 access_user_logic 을 drag & drop 을 통해 가져와 버스에 연결 합니다. 

 

 External port 연결 

Access_logic 에 할당된 여러 local port 를 external port 에 연결 합니다. 



 

 어드레스 할당 

User_logic 은 모두 4 개의 CS 가 있습니다. 각각 64Kbyte 씩 어드레스를 할당 합니다. 

 

 axi_user_logic_32x8192_4cs mhs 파일 



이 IP 는 4 개의 chip select 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chip select 는 모두 16 비트 

데이터를 1024 개 디코딩 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BEGIN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 

 PARAMETER INSTANCE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 

 PARAMETER HW_VER = 1.00.a 

 PARAMETER C_AR0_BASEADDR = 0x41440000 

 PARAMETER C_AR0_HIGHADDR = 0x4144ffff 

 PARAMETER C_AR1_BASEADDR = 0x41450000 

 PARAMETER C_AR1_HIGHADDR = 0x4145ffff 

 PARAMETER C_AR2_BASEADDR = 0x41460000 

 PARAMETER C_AR2_HIGHADDR = 0x4146ffff 

 PARAMETER C_AR3_BASEADDR = 0x41470000 

 PARAMETER C_AR3_HIGHADDR = 0x4147ffff 

END 

이 IP 는 OPB 버스에 주변장치로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BEGIN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 

 PARAMETER INSTANCE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 

 PARAMETER HW_VER = 1.00.a 

 BUS_INTERFACE SOPB = mb_opb 

END 

 

이중 user_cs 는 chip select, user_add 는 디코딩을 위한 어드레스 버스,  user_rd, 

user_wr 읽기와 쓰기를 결정합니다. 

Data_from_user0 ~ 3 는 user_cs 에 의해 선택된 로직의 데이터를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데이터 버스이며 data_to_user 는 프로세서가 user logic 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로 사용됩니다. 

User_clk 은 버스에서 사용하는 클럭을 사용하며 user_rst 도 버스 리셋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음 리스트는 access_user_loigc 을 사용하기 위한 mhs 파일입니다. 

PORT user_cs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cs, DIR = O, VEC = [0:3] 

PORT user_add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add, DIR = O, VEC = [0:9] 

PORT data_to_user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to_user, DIR = O, VEC = [0:15] 

PORT data_from_user0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0, DIR = I, VEC = 

[0:15] 

PORT data_from_user1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1, DIR = I, VEC = 

[0:15] 

PORT data_from_user2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2, DIR = I, VEC = 

[0:15] 

PORT data_from_user3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3, DIR = I, VEC = 

[0:15] 

 PORT user_rd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rd, DIR = O 

 PORT user_wr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wr, DIR = O 

 PORT user_clk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clk, DIR = O 



 PORT user_rst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rst, DIR = O 

 

BEGIN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 

 PARAMETER INSTANCE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 

 PARAMETER HW_VER = 1.00.a 

 PARAMETER C_AR0_BASEADDR = 0x41440000 

 PARAMETER C_AR0_HIGHADDR = 0x4144ffff 

 PARAMETER C_AR1_BASEADDR = 0x41450000 

 PARAMETER C_AR1_HIGHADDR = 0x4145ffff 

 PARAMETER C_AR2_BASEADDR = 0x41460000 

 PARAMETER C_AR2_HIGHADDR = 0x4146ffff 

 PARAMETER C_AR3_BASEADDR = 0x41470000 

 PARAMETER C_AR3_HIGHADDR = 0x4147ffff 

 BUS_INTERFACE SOPB = mb_opb 

 PORT user_cs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cs 

 PORT user_add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add 

 PORT data_to_user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to_user 

 PORT data_from_user0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0 

 PORT data_from_user1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1 

 PORT data_from_user2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2 

 PORT data_from_user3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data_from_user3 

 PORT user_rd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rd 

 PORT user_wr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wr 

 PORT user_clk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clk 

 PORT user_rst =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user_rst 

END 

18.1.5 ISE로 XPS 프로젝트 가져오기 

다음 그림은 ISE 에서 XPS 프로젝트 파일인 xmp 파일을 소스로 등록 한 화면 입니다.  

프로세서 블록의 Instance Template 를 보기 위해서는 XPS 프로젝트를 선택 한 후 

“View HDL …”을 선택 합니다. 

 

 system component 선언 



top.vhd 는 system 이라는 프로세서 블록을 포함 합니다. 앞에서 만든 Template 에서 

component 선언 부분을 참고 하도록 합니다. 

 COMPONENT system 

 PORT( 

  fpga_0_RS232_DCE_RX_pin : IN std_logic; 

  sys_clk_pin : IN std_logic; 

  sys_rst_pin : IN std_logic; 

  data_from_user0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1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2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3 : IN std_logic_vector(0 to 15);           

  fpga_0_RS232_DCE_TX_pin : OUT std_logic; 

  user_cs : OUT std_logic_vector(0 to 3); 

  user_add : OUT std_logic_vector(0 to 9); 

  data_to_user : OUT std_logic_vector(0 to 15); 

  user_rd : OUT std_logic; 

  user_wr : OUT std_logic; 

  user_clk : OUT std_logic; 

  user_rst : OUT std_logic 

  ); 

 END COMPONENT 

 메모리 component 선언 

Coregen 을 통해 16x1024 의 dual port 메모리를 만듭니다. 다음 리스트는 dual port 

memory 의 component 입니다. 

component dpram16x1024 

 port ( 

 addra: IN std_logic_VECTOR(9 downto 0); 

 addrb: IN std_logic_VECTOR(9 downto 0); 

 clka: IN std_logic; 

 clkb: IN std_logic; 

 dina: IN std_logic_VECTOR(15 downto 0); 

 dinb: IN std_logic_VECTOR(15 downto 0); 

 douta: OUT std_logic_VECTOR(15 downto 0); 

 doutb: OUT std_logic_VECTOR(15 downto 0); 

 ena: IN std_logic; 

 enb: IN std_logic; 

 wea: IN std_logic; 

 web: IN std_logic); 

   end component; 

 read process 

user_cs, user_rd, user_add 는 모두 active high 입니다.  다음은 레지스터를 읽기 위한 

VHDL 코드입니다. 

제대로 읽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03ab”, “2321”, “abcd”와 같은 상수 값을 

넣었습니다. 해당 어드레스에서 원하는 상수 값이 출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user_clk) 

 begin 

  if user_clk'event and user_clk = '1' then 



   if user_rd = '1' then 

    if user_cs(0)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0 <= user00; 

     when x"001" => data_from_user0 <= user01; 

     when x"002" => data_from_user0 <= user02; 

     when x"003" => data_from_user0 <= x"03ab";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1)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1 <= user10 + 1; 

     when x"001" => data_from_user1 <= user11 + 1; 

     when x"002" => data_from_user1 <= user12 + 1; 

     when x"003" => data_from_user1 <= x"2321";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2)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2 <= user20 - 1; 

     when x"001" => data_from_user2 <= user21 - 1; 

     when x"002" => data_from_user2 <= user22 - 1; 

     when x"003" => data_from_user2 <= x"abcd"; 

     when others => null; 

        end case; 

    end if; 

   end if; 

  end if; 

    end process; 

 write process 

user_wr 는 active high 입니다.  

 process(user_clk) 

 begin 

  if user_clk'event and user_clk = '1' then 

   if user_wr = '1' then 

    if user_cs(0)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user00 <= data_to_user; 

     when x"001" => user01 <= data_to_user; 

     when x"002" => user02 <= data_to_user;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1)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user10 <= data_to_user; 

     when x"001" => user11 <= data_to_user; 

     when x"002" => user12 <= data_to_user;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2)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user20 <= data_to_user; 

     when x"001" => user21 <= data_to_user; 

     when x"002" => user22 <= data_to_user; 

     when others => null; 

        end case; 

    end if; 

   end if; 

  end if; 

    end process; 

 dual port memory access 



레지스터 외에도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VHDL 코드입니다.  

FPGA 내부에 있는 메모리는 모두 2 개의 억세스 포트가 있는데 그 중 한 포트는 

프로세서에서 억세스하고 나머지 한 포트는 사용자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모두 ground 처리 했습니다. 

 dpram16x1024_0: dpram16x1024 

   port map ( 

  addra => user_add_temp, 

  clka => user_clk, 

  dina => data_to_user, 

  douta => data_from_user3, 

  ena => user_cs(3), 

  wea => user_wr, 

 ------------------------------ 

  clkb => gnd0, 

  addrb => gnd10, 

  dinb => gnd16, 

  doutb => open, 

  enb => gnd0, 

  web => gnd0); 

 user_add , user_add_temp 

프로세서는 모두 1024 개 디코딩 하기 때문에 10 개의 어드레스 포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강제로 12 비트로 할당하면 VHDL 코드가 간단해 질 수 있습니다. 

user_add <= "00" & user_add_temp; 

user_add 신호는 모두 12 비트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x”000”, x”001”과 

같이 16 진수로 어드레스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 

 process(user_clk) 

 begin 

  if user_clk'event and user_clk = '1' then 

   if user_rd = '1' then 

    if user_cs(0)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0 <= user00; 

     when x"001" => data_from_user0 <= user01; 

     when x"002" => data_from_user0 <= user02; 

     when x"003" => data_from_user0 <= x"03ab"; 

     when others => null; 

다음은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 라는 IP 와 실제 레지스터와 메모리를 

억세스하기 위한 VHDL 코드입니다. 

library IEEE; 

use IEEE.STD_LOGIC_1164.ALL; 

use IEEE.STD_LOGIC_ARITH.ALL; 

use IEEE.STD_LOGIC_UNSIGNED.ALL; 

 



---- Uncomment the following library declaration if instantiating 

---- any Xilinx primitives in this code. 

--library UNISIM; 

--use UNISIM.VComponents.all; 

 

entity top is 

 port ( 

  fpga_0_RS232_DCE_RX_pin : IN std_logic; 

  fpga_0_RS232_DCE_TX_pin : OUT std_logic; 

  sys_clk_pin : IN std_logic; 

  sys_rst_pin : IN std_logic); 

end top; 

 

architecture Behavioral of top is 

 COMPONENT system 

 PORT( 

  fpga_0_RS232_DCE_RX_pin : IN std_logic; 

  sys_clk_pin : IN std_logic; 

  sys_rst_pin : IN std_logic; 

  data_from_user0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1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2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3 : IN std_logic_vector(0 to 15);           

  fpga_0_RS232_DCE_TX_pin : OUT std_logic; 

  user_cs : OUT std_logic_vector(0 to 3); 

  user_add : OUT std_logic_vector(0 to 9); 

  data_to_user : OUT std_logic_vector(0 to 15); 

  user_rd : OUT std_logic; 

  user_wr : OUT std_logic; 

  user_clk : OUT std_logic; 

  user_rst : OUT std_logic 

  ); 

 END COMPONENT; 

 

  component dpram16x1024 

 port ( 

 addra: IN std_logic_VECTOR(9 downto 0); 

 addrb: IN std_logic_VECTOR(9 downto 0); 

 clka: IN std_logic; 

 clkb: IN std_logic; 

 dina: IN std_logic_VECTOR(15 downto 0); 

 dinb: IN std_logic_VECTOR(15 downto 0); 

 douta: OUT std_logic_VECTOR(15 downto 0); 

 doutb: OUT std_logic_VECTOR(15 downto 0); 

 ena: IN std_logic; 

 enb: IN std_logic; 

 wea: IN std_logic; 

 web: IN std_logic); 

   end component; 

 

  signal user00, user01, user02 : std_logic_vector(0 to 15) := x"0000"; 

  signal user10, user11, user12 : std_logic_vector(0 to 15) := x"0000"; 

  signal user20, user21, user22 : std_logic_vector(0 to 15) := x"0000"; 

  signal user_add : std_logic_vector(0 to 11); 

  signal user_add_temp : std_logic_vector(0 to 9); 

  signal user_cs : std_logic_vector(0 to 3); 

  signal user_clk, user_wr, user_rd : std_logic;  

  signal data_to_user, data_from_user0, data_from_user1, data_from_user2, data_from_user3 : 

std_logic_vector(0 to 15); 

  signal gnd0 : std_logic; 

  signal gnd16 : std_logic_vector(0 to 15); 

  signal gnd10 : std_logic_vector(0 to 9); 

 

begin 

 gnd0 <= '0'; gnd16 <= x"0000"; gnd10 <= "0000000000"; 

 user_add <= "00" & user_add_temp; 

 

 dpram16x1024_0: dpram16x1024 

   port map ( 

  addra => user_add_temp, 

  clka => user_clk, 



  dina => data_to_user, 

  douta => data_from_user3, 

  ena => user_cs(3), 

  wea => user_wr, 

 ------------------------------ 

  clkb => gnd0, 

  addrb => gnd10, 

  dinb => gnd16, 

  doutb => open, 

  enb => gnd0, 

  web => gnd0); 

 

 Inst_system: system PORT MAP( 

  fpga_0_RS232_DCE_RX_pin => fpga_0_RS232_DCE_RX_pin , 

  fpga_0_RS232_DCE_TX_pin => fpga_0_RS232_DCE_TX_pin , 

  sys_clk_pin => sys_clk_pin , 

  sys_rst_pin => sys_rst_pin , 

  user_cs => user_cs , 

  user_add => user_add_temp  , 

  data_to_user => data_to_user  , 

  data_from_user0 => data_from_user0  , 

  data_from_user1 => data_from_user1  , 

  data_from_user2 => data_from_user2  , 

  data_from_user3 => data_from_user3  , 

  user_rd => user_rd  , 

  user_wr => user_wr  , 

  user_clk => user_clk  , 

  user_rst => open 

 ); 

 

 process(user_clk) 

 begin 

  if user_clk'event and user_clk = '1' then 

   if user_rd = '1' then 

    if user_cs(0)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0 <= user00; 

     when x"001" => data_from_user0 <= user01; 

     when x"002" => data_from_user0 <= user02; 

     when x"003" => data_from_user0 <= x"03ab";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1)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1 <= user10 + 1; 

     when x"001" => data_from_user1 <= user11 + 1; 

     when x"002" => data_from_user1 <= user12 + 1; 

     when x"003" => data_from_user1 <= x"2321";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2)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2 <= user20 - 1; 

     when x"001" => data_from_user2 <= user21 - 1; 

     when x"002" => data_from_user2 <= user22 - 1; 

     when x"003" => data_from_user2 <= x"abcd"; 

     when others => null; 

        end case; 

    end if; 

   end if; 

  end if; 

    end process; 

 

 process(user_clk) 

 begin 

  if user_clk'event and user_clk = '1' then 

   if user_wr = '1' then 

    if user_cs(0)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user00 <= data_to_user; 

     when x"001" => user01 <= data_to_user; 



     when x"002" => user02 <= data_to_user;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1)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user10 <= data_to_user; 

     when x"001" => user11 <= data_to_user; 

     when x"002" => user12 <= data_to_user;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2)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user20 <= data_to_user; 

     when x"001" => user21 <= data_to_user; 

     when x"002" => user22 <= data_to_user; 

     when others => null; 

        end case; 

    end if; 

   end if; 

  end if; 

    end process; 

 

 

end Behavioral; 

18.1.6 소프트웨어 코드 

 헤더파일 

axi_user_logic_32x8192_4cs 에 관한 매크로는 xparameters.h 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BASEADDR 0x41440000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HIGHADDR 0x4144FFFF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1_BASEADDR 0x41450000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1_HIGHADDR 0x4145FFFF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2_BASEADDR 0x41460000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2_HIGHADDR 0x4146FFFF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3_BASEADDR 0x41470000 

#define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3_HIGHADDR 0x4147FFFF 

 main_user_logic.c 

16 비트 어드레스 포인터를 선언합니다.  

Xuint16 *add; 

만일 습관적으로 Xuint32 *add 로 선언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Add 변수를 초기화 합니다.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BASEADDR;  

차례대로 ‘0’, ‘1’, ‘2’를 write 합니다. 

 for(i = 0; i < 3; i++) { 

  *add++ = i; 

 } 

다시 어드레스를 초기화 합니다.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BASEADDR;  

데이터를 읽어 터미널에 출력합니다. 

 for(i = 0; i < 4; i++) { 

  xil_printf("\n\rread data = %x", *add++); 

 } 

다음은 완성된 main_user_logic.c 입니다. 

#include "xparameters.h" 

#include "xbasic_types.h" 

 

void main() 

{ 

 Xuint16 *add; 

 Xuint32 i; 

 

 xil_printf("\n\r%s",__TIME__); 

 

 xil_printf("\n\r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BASEADDR");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BASEADDR;  

 for(i = 0; i < 3; i++) { 

  *add++ = i; 

 }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0_BASEADDR;  

 for(i = 0; i < 4; i++) { 

  xil_printf("\n\rread data = %x", *add++); 

 } 

 

 xil_printf("\n\r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1_BASEADDR");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1_BASEADDR;  

 for(i = 0; i < 3; i++) { 

  *add++ = i; 

 }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1_BASEADDR;  

 for(i = 0; i < 4; i++) { 

  xil_printf("\n\rread data = %x", *add++); 

 } 

 

 xil_printf("\n\r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2_BASEADDR");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2_BASEADDR;  

 for(i = 0; i < 3; i++) { 

  *add++ = i; 

 }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2_BASEADDR;  

 for(i = 0; i < 4; i++) { 

  xil_printf("\n\rread data = %x", *add++); 

 } 

 

 xil_printf("\n\r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3_BASEADDR memory"); 

 xil_printf("\n\rpress anykey to start init & read back"); 

 

    inbyte();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3_BASEADDR;  

 for(i = 0; i < 1024; i++) { 

  *add++ = i; 

 } 

 

 add = (Xuint16 *)XPAR_ACCESS_USER_LOGIC_4CS_16X1024_0_AR3_BASEADDR;  

 for(i = 0; i < 1024; i++) { 

  xil_printf("\n\radd =%d, data = %x", i, *add++); 

 } 

} 

 실행결과 

다음은 터미널에 출력된 화면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read process 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process(user_clk) 

 begin 

  if user_clk'event and user_clk = '1' then 

   if user_rd = '1' then 

    if user_cs(0)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0 <= user00; 

     when x"001" => data_from_user0 <= user01; 

     when x"002" => data_from_user0 <= user02; 

     when x"003" => data_from_user0 <= x"03ab";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1)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1 <= user10 + 1; 

     when x"001" => data_from_user1 <= user11 + 1; 

     when x"002" => data_from_user1 <= user12 + 1; 

     when x"003" => data_from_user1 <= x"2321"; 

     when others => null; 

        end case; 

    elsif user_cs(2) = '1' then 

     case user_add is 

     when x"000" => data_from_user2 <= user20 - 1; 

     when x"001" => data_from_user2 <= user21 - 1; 

     when x"002" => data_from_user2 <= user22 - 1; 

     when x"003" => data_from_user2 <= x"abcd"; 

     when others => null; 

        end case; 

    end if; 

   end if; 

  end if; 

    end process; 

 

화면상에 표시된 3AB, 2321, ABCD 와 VHDL 코드를 비교해보면 read 동작이 제대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read 는 write 된 값을 그대로 읽었고 두 번째 read 는 write 된 값보다 하나씩 

더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은 write 된 것보다 하나 뺀 값을 읽어서 처음에 FFFF 가 

출력되었습니다. 

18.1.7 User_logic.vhd 분석 

axi_user_logic_32x8192_4cs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user logic 인터페이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가 이 ip 를 access 할 때 읽기, 쓰기 타이밍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axi_user_logic_32x8192_4cs.vhd 와 같이 있는 

user_logic.vhd 를 이해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User_logic.vhd / entity 분석 

ㅇㅇㄴㅇ 

 



18.2 local port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 는 4 개의 CS 가 있습니다. 

 user_cs                        : out std_logic_vector(0 to 3); 

1024 개의 디코딩 영역을 만들기 위한 어드레스 버스가 있습니다. 

 user_add                       : out std_logic_vector(0 to 9);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데이터 버스가 있습니다. 

data_to_user                   : out std_logic_vector(0 to 15); 

유저 로직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데이터 버스가 있습니다. 

data_from_user0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1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2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3                : in std_logic_vector(0 to 15); 

그 외 RD, WR, CLK, RST 신호가 있습니다. 

 user_rd                        : out std_logic; 

 user_wr                        : out std_logic; 

   user_clk                       : out std_logic; 

   user_rst                       : out std_logic; 

다음 리스트는 user_logic 의 entity 를 보여주는 VHDL 코드 입니다. 

entity user_logic is 

port 

  ( 

    -- ADD USER PORTS BELOW THIS LINE ------------------ 

 user_cs                        : out std_logic_vector(0 to 3); 

 user_add                       : out std_logic_vector(0 to 9); 

    data_to_user                   : out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0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1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2                : in std_logic_vector(0 to 15); 

    data_from_user3                : in std_logic_vector(0 to 15); 

 user_rd                        : out std_logic; 

 user_wr                        : out std_logic; 

   user_clk                       : out std_logic; 

   user_rst                       : out std_logic; 

 

    -- ADD USER PORTS ABOVE THIS LINE ------------------ 

 

    -- DO NOT EDIT BELOW THIS LINE --------------------- 

    -- Bus protocol ports, do not add to or delete 

    Bus2IP_Clk                     : in  std_logic; 

    Bus2IP_Reset                   : in  std_logic; 

    Bus2IP_Addr                    : in  std_logic_vector(0 to C_AWIDTH-1); 

    Bus2IP_RNW                     : in  std_logic; 

    IP2Bus_Ack                     : out std_logic; 



    IP2Bus_Retry                   : out std_logic; 

    IP2Bus_Error                   : out std_logic; 

    IP2Bus_ToutSup                 : out std_logic; 

    Bus2IP_ArData                  : in  std_logic_vector(0 to C_MAX_AR_DWIDTH-1); 

    Bus2IP_ArBE                    : in  std_logic_vector(0 to C_MAX_AR_DWIDTH/8-1); 

    Bus2IP_ArCS                    : in  std_logic_vector(0 to C_NUM_ADDR_RNG-1); 

    IP2Bus_ArData                  : out std_logic_vector(0 to C_MAX_AR_DWIDTH-1) 

    -- DO NOT EDIT ABOVE THIS LINE --------------------- 

  ); 

end entity user_logic; 

 

 User_logic.vhd / read data bus, write data bus 분석 

앞에 entity 에 있는 포트에 대해 설명할 때 읽기 위한 데이터 버스와 쓰기 위한 데이터 

버스가 따로 준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는 데이터 버스가 하나로 읽기와 쓰기를 합니다. 프로세서가 

쓰기 동작을 할 경우는 FPGA 내에 데이터 버스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주변장치에 쓰기 데이터 버스를 연결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읽기 동작을 할 경우에는 프로세서에 의해 선택된 주변장치에서 나온 

데이터가 선택되지 않은 주변장치에서 나오는 데이터 버스의 영향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tri-state 버스인데 프로세서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주변장치는 자신의 데이터 버스를 tri-state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합니다. 

요즘 사용되는 모든 FPGA 내부에는 tri-state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OR 버스 입니다. 

 

OR 버스에서 don’t care 상태는 ‘0’ 입니다.  선택되지 않는 주변장치의 모든 읽기 전용 

데이터 버스의 상태는 ‘0’으로 하면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OR 버스를 사용했을 때 전용 데이터 버스를 처리하기 위한 VHDL 코드 

입니다. 선택되지 않았을 때 IP2Bus_ArData 가 ‘0’ 이 입력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mplement Block RAM read mux 

  IP2BUS_ARDATA_PROC : process(user_select, data_from_user0, data_from_user1, 

data_from_user2, data_from_user3) 

  begin 

    case user_select is 

      when "1000" => IP2Bus_ArData <= data_from_user0; 

      when "0100" => IP2Bus_ArData <= data_from_user1; 

      when "0010" => IP2Bus_ArData <= data_from_user2; 

      when "0001" => IP2Bus_ArData <= data_from_user3; 

      when others => IP2Bus_ArData <= (others => '0'); 

    end case; 

  end process IP2BUS_ARDATA_PROC; 

 User_logic.vhd / acknowledge 신호 



프로세서는 항상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마스터로 동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는 읽고, 쓰기 위한 버스를 발생을 시키기는 하지만 한번 발생시킨 버스 

사이클을 언제 끝내야 하는지는 어드레스에 의해 선택된 주변장치에 의해 결정 

됩니다. 

다음 신호들은 버스 사이클을 끝내기 위한 신호들을 설명하고 버스 사이클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로 모든 버스 신호들은 active high 입니다. 

 user_rd_s, user_wr_s 

프로세서가 access_user_logic_4cs_16x1024 에 할당된 4 개의 어드레스 범위에 읽기 

쓰기 할 경우 user_rd_s, user_wr_s  신호는 ‘1’이 됩니다. 

user_rd_s       <= (Bus2IP_ArCS(0) or Bus2IP_ArCS(1) or Bus2IP_ArCS(2) or Bus2IP_ArCS(3)) 

and Bus2IP_RNW; 

user_wr_s       <= (Bus2IP_ArCS(0) or Bus2IP_ArCS(1) or Bus2IP_ArCS(2) or Bus2IP_ArCS(3)) 

and not(Bus2IP_RNW); 

 user_rd_ack, user_wr_ack 

user_rd_s 와 user_wr_s 는 버스 클럭에 의해 한 클럭 딜레이 된 후 user_rd_ack, 

user_wr_ack 로 연결 됩니다. 

 IP2Bus_Ack 

User_rd_ack 와 user_wr_ack 를 or 연산해 BUS 로 되돌려 주면 버스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리스트는  프로세서의 버스의 읽기, 쓰기 동작을 끝내기 위해 acknowledge 

신호를 만들기 위한 VHDL 코드입니다.  

user_rd_s       <= (Bus2IP_ArCS(0) or Bus2IP_ArCS(1) or Bus2IP_ArCS(2) or Bus2IP_ArCS(3)) 

and Bus2IP_RNW; 

user_wr_s       <= (Bus2IP_ArCS(0) or Bus2IP_ArCS(1) or Bus2IP_ArCS(2) or Bus2IP_ArCS(3)) 

and not(Bus2IP_RNW); 

 

user_rd_ack <= user_rd_dly1; 

user_wr_ack <= user_wr_dly1; 

 

user_rd_wr_ack : process( Bus2IP_Clk ) is 

begin 

    if ( Bus2IP_Clk'event and Bus2IP_Clk = '1' ) then 

      if ( Bus2IP_Reset = '1' ) then 



  user_rd_dly1 <= '0'; 

  user_wr_dly1 <= '0'; 

     else 

      user_rd_dly1 <= user_rd_s; 

      user_wr_dly1 <= user_wr_s; 

    end if; 

  end if; 

end process user_rd_wr_ack; 

 

IP2Bus_Ack         <= user_rd_ack or user_wr_ack; 

다음은 버스 사이클을 2 클럭 동안 유지시킨 것을 보여주는 modelsim wave 파형 

입니다. 

주의할 것은 읽기 동작은 2 클럭 동안 유지하지만 쓰기 동작은 1 클럭 동안만 유지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 됩니다. 

 

 그 밖의 신호들 

다음 3 개의 신호는 모두 ground 처리 합니다. 

IP2Bus_Error       <= '0'; 

IP2Bus_Retry       <= '0'; 

IP2Bus_ToutSup     <= '0'; 



 버스 사이클 늘리기 

버스 사이클을 늘리기 위해서는 ack 신호를 늦게 돌려 주면 쉽게 해결 됩니다.  

다음 리스트는 읽기, 쓰기 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 만들어진 user_rd_s, user_wr_s 

신호를 6 개의 DFF 를 거쳐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user_rd_wr_ack : process( Bus2IP_Clk ) is 

  begin 

    if ( Bus2IP_Clk'event and Bus2IP_Clk = '1' ) then 

      if ( Bus2IP_Reset = '1' ) then 

  user_rd_dly1 <= '0'; 

  user_wr_dly1 <= '0'; 

  rd_d0 <= '0'; 

  rd_d1 <= '0'; 

  rd_d2 <= '0'; 

  rd_d3 <= '0'; 

  rd_d4 <= '0'; 

  wr_d0 <= '0'; 

  wr_d1 <= '0'; 

  wr_d2 <= '0'; 

  wr_d3 <= '0'; 

  wr_d4 <= '0'; 

      else 

        rd_d0 <= user_rd_s; 

        rd_d1 <= rd_d0; 

        rd_d2 <= rd_d1; 

        rd_d3 <= rd_d2; 

        rd_d4 <= rd_d3; 

        user_rd_dly1 <= rd_d4; 

--------------------------------------- 

        wr_d0 <= user_wr_s; 

        wr_d1 <= wr_d0; 

        wr_d2 <= wr_d1; 

        wr_d3 <= wr_d2; 

        wr_d4 <= wr_d3; 

        user_wr_dly1 <= wr_d4; 

      end if; 

    end if; 

end process user_rd_wr_ack 

다음 그림은 읽기 사이클이 6 클럭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modelsim wave 파형 

입니다. 



 

 

 

 

18.3 메모리 방식 

18.3.1 버스트 트랜잭션 

18.4 스트리밍 방식 

18.4.1  



Chapter 19. RESET 

19.1  
  



19.2 OverView 

The reset system includes resets generated by hardware, watchdog timers, the JTAG 
controller, and software. Every module and system in Zynq-7000 EPP devices includes a 
reset that is driven by the reset system. Hardware resets are driven by the power-on reset 
signal (PS_POR_B) and the system reset signal (PS_SRST_B). 

There are three watchdog timers in the PS that can generate resets. The JTAG controller 
can generate a reset that only resets the debug portion of the PS and a system-level reset. 
Software can generate individual sub-module resets or a system-level reset. 

Resets are caused by many different sources and go to many different destinations. This 
chapter identifies all of the resets and either explains their functionality or provides a 
pointer to another chapter or another document. 

19.3 Features 

The key features of the reset system: 

• Collects resets from hardware, watchdog timers, the JTAG controller and software 

• Drives the reset of every module and subsystem 

• Is an integral part of the device security system 

• Executes a three-stage sequence: power-on, memory clear, and system enabling 

19.4 Block daigram 

다음 그림은 리셋에 대한 전체 구조를 보여 줍니다. PS_POR_B (POWER ON RESE)이나   

PS_SRESET_B (System_RESET)에 의해서 초기화 되는 블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 리셋의 종류와 리셋이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씩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PS_POR_B 리셋과 PS_SRST_B 리셋이 적용되는 범위를 계층적으로 보여 

줍니다. PS_POR_B 리셋는 전체 시스템을 예외 없이 초기화 하지만  PS_SRST_B 

리셋이나 System Software Reset, Watchdog Timer Reset, Debug System Rest 은 초기화 

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19.4.1 부팅 순서  

다음 그림은 부팅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여 줍니다. PS 에 공급되는 전원과 PS CLK 이 

안정된 상태에서 PS_POR_B 리셋 신호가 활성화 되었다가 비활성화 되면 먼저 

BootStrip 핀 상태를 검사 합니다. 

BootStrip 은 징크가 부팅하는데 필요한 플레시 메모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PS 내부에 있는 PLL 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옵션을 제공 

합니다. 

데이터 쉬트에 의하면 PLL 이 활성화된 된 상태라면 eFUSE 블록이 몇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LL 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PLL 이 Locking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60usec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내부 메모리를 모두 초기화 한 후 BootROM 이 동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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