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IDEC EDA Tool Introduction

Plunify 사 InTime software
A. 목적 : (Timing and Area optimization) FPGA 설계 최적화 및 FPGA 타이밍 문제 해결
B. 구분 : (FPGA 설계시 timing and Area 최적화)
InTime Software (InTime) 머신런닝에 의한 FPGA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is a
standalone tool that optimizes FPGA designs with machine learning.
InTime Service FPGA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는 turnkey 방식의 서비스. 전혀 IT 에 문제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을 위한 최적화 서비스
InTime Cloud InTime 의 설계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여 추가
하드웨어 투자 없이 cloud sever 을 이용하여 설계가 가능 함.
C. Supported platform and O/S System
- 64-bit Windows
- Ubuntu 12.04 / RedHat Enterprise 5+ / other compatible Linux distributions
D. 특성및 기능
Vivado, Quartus 등과 같은 FPGA 도구는 FPGA 디자인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설정값 및 매개변수를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nTime 은 machine learing 을 이용하여 최적의 조합을 설정 하고 배치 전략을 세워
디자인 성능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상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Inputs
XPR, DCP, QPR or XISE

Outputs
Tcl scripts, DCP (design
checkpoints), QSF, Bitfile

InTime Tool 이 꼭 필요한 경우
A

FPGA 설계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
InTime은 FPGA 설계시 사용하는 Vivado, Quartus 등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의 죄척의 조합을 가진
설정값 과 배치 전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최적화는 WNS(worst negative slack ) 또는 TNS( Total negative slack) 및 FMax을 향상을 통해 디
자인의 성능을 20% 이상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InTime의 machine learnig 은 데이타 분석에 기반하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InTime 을 기
초로 내부적으로 machine learning 을 설정 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Time 사용자들은 좋
은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B

소요시간의 단축 및 투자 수익률 향상
InTime 은 병렬 처리을 이용 반복 실행에 의해 나쁜 결과는 즉시 버리고 초기 단계에서 최상의 설정값에
촛점을 맞추어 동작을 합니다. 각 디자인에 대한 계산 리소스의 구축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합니다

C

RTL code 는 병경 하지 않음
InTime은 합성및 place-and-route 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 배치기술을 향상 하기 위한 최적화 된 전략을
결정 합니다. 그러므로 RTL 코드를 수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D

완전 자동화 및 확장성이 용이
사용자는 InTime의 학습 및 최적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간단한 클릭 만하면됩니다. 또한 InTime
을 사용하면 Tcl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특정 실행 흐름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ime은 LSF 또는 SGE와 같은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와 잘 작동합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 나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서 회사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

진보적이고 직관적 인 결과 분석 제공
InTime의 결과 분석을 사용하면 여러 빌드를 한 번에 비교하여 빌드 전달과 실패 원인을 찾아 낼 수 있
습니다.
InTime은 전체 경로(critical path) 수, 상호 연결 수(interconnects) , 총 네거티브 슬랙 (TNS), 최악의 슬랙
(WS), 면적 및 전력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목표 간의 관계와 같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추적합니다.

InTime software 만의 특징적인 기능
1

전략은 잘 알려진 전략을 포함하여 합성및 PNR 의 옵션의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제약
조건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Examples
Quartus II

Vivado

ISE

How InTime works with strategies
1.Generate strategies based on database.
데이타베이스를 기반으로 전략 생성
2. Implement all strategies.
모든 전략을 시행
3. Use machine learning to analyze results.
결과 분석을 위한 machie leanring 사용
4. Update database with new knowledge.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데이타베이스를 갱신

2

Recipes
방법은 최적화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자동화 스크립트입니다. '학습', '마지막 순간', '일반'및 '고급'의 네
가지 범주로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학습'카테고리의 호스는 사용자가 InTime 을 처음 사용하는 디자인을 실행할 때 Plunify 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설계 설정 및 제약 조건에 대한 초기 분석 및 교정을 수행하기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InTime Default recipe 는 과거 결과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컴파일러
설정의 값을 조정합니다
한편 'Last-Mile'카테고리의 방안은 학습 방안으로 결과가 충분히 개선되었을 때보다 구체적인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배치 시드 탐색 방안은 컴파일러 설정의 배치 시드만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반'및 '고급'의 방안이 유용성을위한 것입니다.

3

Parallel compilation (병렬 컴파일)
InTime 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실행"설정을 사용하면
빌드를 회사의 네트워크에있는 여러 컴퓨터에 분산 된 컴퓨터에서 로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LSF (Load Sharing Facility) 또는 Oracle / Sun Grid Engine (SGE)과 같은 작업 부하 관리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4

Flexible build environments ( 유연한 빌드 환경 )
다중 기계 구성에서 지정된 InTime "제어"서버는 모든 "작업"(하나 이상의 빌드로 구성됨)에 대해 기계를
할당합니다. InTime 은 "작업자"컴퓨터와 통신하여 파일 / 결과를 암호화 및 전송하므로 사용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여 빌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InTime TOOL 구성 요소
InTime’s Machine Learning Approach
.InTime 은 최적화 과정을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해
기계 학습, 검색 공간 제거 및 제한된 무작위 탐색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InTime 흐름은 이전 디자인의
특성 및 기존 결과를 분석하여 시작합니다. InTime 은
다음 기능과 관련된 수학적 모델을 유도합니다.


design characteristics like target device
family and logic structure



compiler settings like synthesis and placeand-route options



design performance metrics like timing, area and power estimates.

이 모델은 설계 특성에 따라 FPGA 도구 설정의 통계적 관련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속성은 70 가지
이상의 컴파일러 설정 중 타이밍에 가장 큰 영향을주는 질문에 대답하는 데 적용됩니다. 어떤 컴파일러 설정 값이
특정 장치 제품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 까?
InTime 은 장치 및 툴체인 관련 초기 기계 학습 예상치를 사용하여 전략 생성 엔진을 안내합니다. 각 전략이 기본
FPGA 툴 체인에 적용된 후에는 전략이 선택된 실행 타겟에서 분산되고 평가됩니다.
InTime 프레임 워크는 사용자로부터 IT 인프라를 추상화하고 InTime 의 실행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기 전에 생성 된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대조합니다. 반복 접근법은 흐름을 구성 가능한 횟수만큼 반복 할 수있게합니다. 각각의
새로운 라운드는 이전에 저장된 결과를 사용하여 학습 생성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략 생성 엔진이 교육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보다 지능적인 전략을 유도하도록 안내합니다.

InTime 은 통계를 사용하여 설계, 공구 설정 및 합성 / 구현 결과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합니다. Timing Score 의
중앙값이 빌드에서 빌드까지 향상되는 한, Timing Closure 가 달성 될 때까지 개선 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 관계는 저장되어 잘 작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후속 설계에보다 신속하게
적용됩니다.
Timing improvements (TNS) with optimal group of settings

Other Information of InTime .
1

Annual license priced according to the maximum number of concurrent builds.

Licensing

최대 동시 빌드 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 된 연간 라이센스

2

Supported
tools

FPGA



Altera Quartus-II 13.0 onwards, Quartus Prime Standard/Pro Edition 15.1
onwards



Xilinx ISE version 11.1 onwards, Vivado 2014.2 onwards

Company name : Plunify Pte Ltd
Address : 82, Lorong 23 Geylang, Atrix Building, #05-14,
388409
Home page : https://www.plunif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