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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Technical)
Document No.: MJL-LD-AN-3

Author: 하태욱 [twha@mjl.co.kr]

Version: 1.0

Date: 2000 년 3 월 23 일

Subject: Design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reserved pins)

Altera Device 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술하여
디자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1 Pin Assignment 를 하지 않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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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지 않는 핀들을 처리하는 방법.

Used Pins : 말 그대로 입출력으로 사용하는 핀들을 말한다.

Unused Pins : 사용하지 않는 입출력 핀들을 의미한다.

Reserved Pins :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입출력 핀이나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핀들을 말한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EPF6016AQC240-3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상기 그림을 compile (place and route) 하면 Altera software 인 MAX+plus II 가 자동으로 각
입출력신호에 대해 PQFP240 package 에 해당되는 핀 번호를 할당할 것이다.

Report File 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DEVICE SUMMARY **
Chip/                     Input   Output   Bidir     LCs
POF       Device          Pins    Pins     Pins      LCs    % Utilized

reserved_pins
      EPF6016AQC208-3      5        4        0        4           0  %

User Pins:                 5        4        0
Project Information                         c:\mywork\reserved_pins.rpt
** PROJECT COMPILATION MESSAGES **
Warning: Ignored unnecessary INPUT pin 'res4'
Warning: Ignored unnecessary INPUT pin 'res3'
Warning: Ignored unnecessary INPUT pin 'res2'
Warning: Ignored unnecessary INPUT pin 'res1'
Device-Specific Information :              c:\mywork\reserved_pins.rpt
reserved_pins
** INPUTS **
                                               Fan-In    Fan-Out
 Pin     LC   Row  Col  Primitive    Code      INP  FBK  OUT  FBK  Name
  24      -    -    --      INPUT     G         0    0    0    0  clk
 205      -    A    --      INPUT               0    0    0    1  din1
 206      -    A    --      INPUT               0    0    0    1  din2
 207      -    A    --      INPUT               0    0    0    1  din3
 208      -    A    --      INPUT               0    0    0    1  din4
** OUTPUTS **
       Fed By                                  Fan-In    Fan-Out
 Pin     LC   Row  Col  Primitive    Code      INP  FBK  OUT  FBK  Name
   1      -    A    --     OUTPUT           $   0    1    0    0  do1
   3      -    A    --     OUTPUT           $   0    1    0    0  do2
   2      -    A    --     OUTPUT           $   0    1    0    0  do3
 204      -    -    01     OUTPUT           $   0    1    0    0  do4

위의 내용대로 PCB 작업을 하면 24 번, 205 번, 206 번, 207 번, 1 번, 3 번, 2 번, 204 번은 각각
해당되는 신호끼리 PCB 상에서 배선이 될 것이고 report file 을 열어 보면 PQFP240 그림이 있고 각
핀에 신호이름이 나오고 사용하지 않는 핀에는 reserved pin 이라고 나오는 데, 이 핀들은
PCB 상에서 no connection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사용자가 실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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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핀들 외에 사용자가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53 번, 54 번, 55 번, 56 번 핀에
PCB 상에서 어떤 신호와 연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심각한 현상은 CHIP 이 열을 무지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MAX+plus II software 가 compile 시 사용하지 않는 핀들은 chip 내부에서 전부 GND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하면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흔히 PCB 설계를 할 때 pattern 이 빠지고 남는 여분의
PCB 에는 ground plane 처리를 하면 시스템이 매우 안정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Altera 는 사용하지 않는 핀들을 Chip 내부에서 ground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전력이 유입되어 칩이 발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향후에 사용할 핀을 정의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 당장 회로 디자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신호들은 미리 PCB 상에서 FPGA 와 서로 연결을
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아래 그림을 보면 res1, res2, res3, res4, res5 입력 신호들이 현재 회로 디자인 (FPGA 를 이용한 로직
설계)에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PCB 상에서는 어느 특정 소자의 입출력 핀들과 연결이 된다는
가정을 하면, MAX+plus II 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

한 개의 INPUT, OUTPUT SYMBOL 을  선택한 후 MOUSE 오른쪽 버튼을 누른 면 나오는 부메뉴에서
ASSIGN 을 선택한 후 다시 나오는 부메뉴에서 Pin/Location/Chip… 을 선택하면 Pin/Location/Chip
대화창이 나타나는 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입출력 심볼에 핀 번호를 할당하면 되는 것이다.

아래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진행하자.

주의사항:
당연한 얘기지만 간혹 실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마디 하자면, Device 를 미리 사용자가 사용을 원하는
Target Device 로 지정을 해 놓아야만이 원하는 Pin 번호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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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eserved_pin Assignment

위 그림을 compile 하고 report file 를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roject  Information   c:\mywork\reserved_pins.rpt
** PROJECT COMPILATION MESSAGES **
Warning: Ignored unnecessary INPUT pin 'res5'
Info: Reserved unused input pin 'res4' for future use because it has a pin assignment -- pin is tri-stated and
must be connected to your board
Info: Reserved unused input pin 'res3' for future use because it has a pin assignment -- pin is tri-stated and
must be connected to your board
Info: Reserved unused input pin 'res2' for future use because it has a pin assignment -- pin is tri-stated and
must be connected to your board
Info: Reserved unused input pin 'res1' for future use because it has a pin assignment -- pin is tri-stated and
must be connected to your board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 핀들은 tri-state 상태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PCB 상에서 어느 특정 신호와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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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evviissiioonn  HHiissttoorryy

l 2000-3-23 - Ver 1.0: Initialize Rel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