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1. NPI WR 64bit to HP port 

1.1 Target 

Push data to DDR memory (32bits * 245.76Mhz) 

 

1. Subblock 

 

data32bits*250Mhz vivado_npi_wr64 hp64bits port 



2. HP port setting 

 

3. Vivado_npi_wr64 setting 

 

4. Top file 

 

… 

16   

17  entity system_wrapper is 

18      port ( 

19               DDR_addr : inout STD_LOGIC_VECTOR ( 14 downto 0 ); 

… 

39               FIXED_IO_ps_srstb : inout STD_LOGIC 

40           ); 

41  end system_wrapper; 

42   

43  architecture STRUCTURE of system_wrapper is 

44      component system is 

45          port ( 

46                   DDR_cas_n : inout STD_LOGIC; 

… 

65                   FIXED_IO_ps_clk : inout STD_LOGIC; 

66                   FIXED_IO_ps_porb : inout STD_LOGIC; 

67                   FCLK_CLK0 : out STD_LOGIC; 

68                   wr_fifo_clk : in STD_LOGIC; 

69                   wr_fifo_data : in STD_LOGIC_VECTOR ( 31 downto 0 ); 



70                   wr_fifo_wr_en : in STD_LOGIC; 

71                   wr_fifo_full : out STD_LOGIC; 

72                   wr_npi_ready : out STD_LOGIC; 

73                   wr_fifo_empty : out STD_LOGIC 

74               ); 

75      end component system; 

76   

77      signal wr_fifo_wr_en, wr_npi_ready, wr_fifo_full, clk : std_logic; 

78      signal cnt : std_logic_vector(31 downto 0); 

79   

80  begin 

81      system_i: system port map ( 

… 

104         wr_fifo_clk => clk, 

105         wr_fifo_data(31 downto 0) => cnt,  

106         wr_fifo_empty => open, 

107         wr_fifo_full => wr_fifo_full, 

108         wr_fifo_wr_en => wr_fifo_wr_en, 

109         wr_npi_ready => wr_npi_ready  

110     ); 

111  

112     wr_fifo_wr_en <= wr_npi_ready;  

113  

114     process(clk) 

115     begin 

116         if clk'event and clk = '1' then 

117             if wr_npi_ready = '1' then 

118                 cnt <= cnt + 1; 

119             end if; 

120         end if; 

121     end process; 

122 end STRUCTURE; 

123  

라인 112~121까지 카운터를 FIFO의 input 포트에 계속 써 줍니다.  

라인 112 에 있는 wr_npi_ready 는 npi state machine 동작을 시작할 때 ‘1’이 되고 에러가 

생기거나 모든 전송을 마치면 ‘0’이 됩니다. 



5. Teminal setting 

 

5 => 3 => 2 => 6 => 7 => 8 을 차례대로 선택 하고 마지막에 ‘4’를 선택 합니다. 

6. Hardware Manager & ChipScope 

FIFO로 밀어 넣는 데이터 값이 AXI protocol에 의해 메모리로 기록되는 파형 입니다. 

데이터가 64비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패킷과 패킷간의 싸이클은 약 400 싸이클이고 실제 데이터를 쓰고 확인하는데는 약 

300싸이클이 소요 됩니다. 

나머지 100싸이클은 아마도 FIFO에 데이터가 일정량 써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현재 추정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NPI가 64bit 데이터를 밀어 넣는 속도가 꽤 괜찮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즉 250Mhz * 32bit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64bit로 확장해서 데이터를 HP로 주면 약 

30%정도 더 여유가 있다는 얘기 입니다.  



 

7. Memory Dump 

억세스 하는 메모리를 덤프해 보면 아래와 같이 카운터 값이 차례대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