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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은 컴퓨팅, 메모리 및 통신의 이기종 통

합을 폭 넓게 지원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유연성을 바탕으로, 특정 전력 조건과 비용 

및 성능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 

다양한 기술을 연결하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팅 측면에서 호환되진 않는 기술이나 데

이터 센터급 기술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

장 효율적인 패키지로 결합할 때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 Venkata (Murthy) M. Renduchintala 박사, 

Intel Corporation 기술, 시스템 아키텍

처 및 클라이언트 그룹 대표 겸 수석 엔지

니어링 책임자

요약

엣지부터 코어, 데이터 센터까지 다양한 시장 곳곳에서 빠르게 전환하려면 솔루션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업계 그리고 기업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대규모 혁신을 제공해야 합니

다. 이는 임베디드 장치가 거의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지능을 제공하는 엣지 분야와 

네트워크 가상화(NFV)를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처리하는 네트워크 코어 분야, 증

가하는 분석 및 메모리, 저장용량에 대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할 데이터 센터 분야

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엣지부터 코어, 데이터 센터까지 각 주

요 지점에서 인프라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정

형화하고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더욱 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Intel® 

Agilex™ FPGA는 최신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그 이상의 것으로, 인텔 기술의 여러 영역

에서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혁신들을 하나로 결합해, 엣지에서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기에 가

치와 의미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인텔은 다양한 시장에서 엣지부터 네트워크, 클라우드에 이르는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

하고 가속화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엣지/임베디드 데이터 센터네트워킹/NFV

목표: 실시간 실행 가능한 
지능

요구 사항: 맞춤형 연결 및 
저지연 컴퓨팅

목표: 고대역폭 집계 및 
처리를 동반한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요구 사항: 네트워크 
워크로드를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처리능력 극대화

목표: 급증하는 데이터의 
관리, 구성 및 처리

요구 사항: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맞춤형 저지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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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데이터 급증에 따른 도전과제

데이터는 이제 컴퓨팅 기술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

이터의 생산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만들기 위

한 과제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취급 및 

처리하는 대부분의 인프라 분야는 상당한 시장 변화를 경험하고 있

습니다. 데이터 유형의 다양성과 데이터에서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

한 새로운 방법 및 알고리즘이 필요해 지면서, 민첩성과 유연성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과 새

로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 결정권자, 

솔루션 공급자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더욱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 지능(AI)의 실제 응용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

지만, AI가 여러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진화하는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유연성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많은 AI 응용분야에 어느 정도

의 정밀도 수준이 필요할 수 있는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양한 수

준의 정밀도를 처리하려면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엣지/임베디드 데이터 센터네트워킹/5G

그림 2: 대규모 데이터 생성으로 인해 인프라 전체에서 요구 사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엣지 및 임베디드

사물 인터넷(IoT)에 연결된 다양한 비즈니스 및 산업과, 그에 연결

된 장치는2020년까지 약 310억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엣지에서 생성, 처리 및 전송되고 있습니

다.1 이것은 네트워크 엣지단의 임베디드 장치가 정형 및 비정형 데

이터에 대해 작동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통찰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킵니다. 필터링되지 않은 기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형화하고, 엣지에서 딥러닝 추론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수준의 성

능과 용량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코어

데이터가 수집되고 엣지에서 네트워크 코어를 통해 이동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 양을 처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용량이 중

앙 관리식 하드웨어에 의존한다면, 추가할 부가가치 기능은 이를 지원

하기 위해 특정 하드웨어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오늘날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 및 처리하고 요구

한 곳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비 수준에서 구현된 기능을 분산

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수준의 여러 주요 영역에서 더 많은 인텔리전

스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NFV는 다양한 네트워킹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 높은 

활용도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리소

스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NFV는 효율적인 

가성비의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용 기성품(COTS) 인프라 위에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 네트워크 기능은 데이터 양이 증

가하고, 대기 시간이 짧은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의 증가로 인해 서

비스 품질(QoS) 유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FPGA 가속화는 

Intel 아키텍처 기반 NFV의 활용도 및 가성비를 최적화 하며,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킹을 가속화 하기 위해 SmartNIC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또한, 5G는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합니다. 데이터 트래픽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사용 사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서비스 수준과 함께 수많은 연결된 장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용성

이 높고 효율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특수한 제품을 사용하는 기

존 솔루션은 향후 5G 요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점적 하

드웨어는 광범위한 배포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시시각

각 변화하는 고객 요구 사항에 대응하고 개발자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변화하는 고객 

환경과 다양한 구현 및 배포 옵션을 수용할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이제 많은 시장 부문에서는 재무 분석, 데이터베이스 가속화 및 유전

체학부터 비디오 트랜스코딩,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가속화, 보안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용 사례와 함께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 세트를 활

용하는 데이터 센터 처리를 기반으로 중요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의 종류와 유

형은, 데이터 센터 고객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하

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운영자는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서비

스의 종류를 미리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자가 특

정 작업 또는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솔루션에 의존할 경우, 이들에

게는 향후 필요로하는 가속화 요구에 대처할 유연성이 없습니다. 아

직 정의되지 않은 처리 업무를 다루려면 더욱 더 진보된 계획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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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입니다. 하드웨어 수준의 유연성(FPGA가 제공하는 유연성의 종

류)이 필수인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 처리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속화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는 전 세계의 많은 데이터 센

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리소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에 대해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려면,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기능을 최대한 낮은 지연과 짧은 대기 시간으로 

가속화해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 시장 고유의 요구 사항과 결합된 유연성

최종 고객이 서비스 요구 사항 및 솔루션을 확장함에 따라, 데이터가 

생성, 처리, 전송 또는 저장될 때마다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데이터 처

리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처리하려면 최적의 전력과 

성능을 얻는 특정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시장의 각 애플리케

이션에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고유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는 소형 폼 팩터에서의 전력 및 비용 효율적인 기능이나 네트워크에

서 가장 높은 데이터 트래픽과 이더넷 속도를 처리하거나, 또는 데이

터 센터에서 고대역폭, 저지연 컴퓨팅 가속화를 제공하는 전력, 공간 

및 비용등의 중요하고 복잡한 설계(예: 엣지 및 임베디드 장치 또는 차

량)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개발자들은 표준 기

성 제품을 사용하거나 맞춤형 ASIC를 설계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제품은 특정 산업 요구 사항에 정확히 맞지 않거나 충분한 

시장 차별화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ASIC는 이러한 특

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실행하기에 높은 ROI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솔루션은 특정 기능을 위한 FPGA의 유연성, ASIC 수준의 

성능 및 전력 효율성 중에서 각각의 장점만을 뽑아 결합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솔루션 설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아키텍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Intel 

Agilex FPGA와 함께, 인텔은 각 애플리케이션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도

록 설계된 맞춤형 FPGA 제품을 제작하는 FPGA 아키텍처에 대한 새롭고 

파괴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솔루션은 유연성과 최대의 전력 및 성능 효율성을 결합한 것입

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고 차세대 프로그래머블 로직을 구축하기 위해, 

인텔의 FPGA 아키텍처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소자를 단일 SiP(system-in-package)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Intel 10nm SuperFin 제조 공정에 구축된 고성능 FPGA 

코어 다이를 모두 고급 3D 패키징을 사용하여 이기종 단일 제품에 통

합시킨 기능별 칩렛과 결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텔은 맞춤형이지

만 유연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가속화 및 애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습

니다. 이 칩렛은 PCIe Gen 5, 116 G 트랜시버 및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에 대한 캐시 일관성 인터페이스(CXL)와 같은 기능을 제공

합니다. 타사의 트랜시버나 맞춤형 I/O 및 맞춤형 컴퓨팅 기능을 포함

한 타사 칩렛도 집적화가 가능합니다. EMIB(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 및 첨단 통합 및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

운 아키텍처 접근법을 통해,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에 고유한 방식으로 

최적화된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전통적인 FPGA 다이와 특수한 

반도체 다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Intel Agilex FPGA 및 SoC는 이전 세대 FPGA에 비해 더 높은 패

브릭 성능, 더 낮은 전력, 많은 디지털 신호 처리(DSP) 기능 및 더 높

은 설계자 생산성을 통해 차세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

다. Intel Agilex FPGA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의 무수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및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특정 맞춤형 기능에 대해 실리콘 수준

에서 고효율 처리와 유연성을 고려한 범용 패브릭을 결합해 줍니다.

맞춤형 기능의 경우도 Intel® eASIC™ 디바이스 기술을 통해 Intel 

Agilex FPGA와 빠르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Intel eASIC 기술을 

사용하면, 고객의 FPGA 설계를 고급 사용자 정의를 위한 다른 기

능과 함께 단일 구성 요소 패키지로 통합되는 ASIC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는 기능별 다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대상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민첩성과 결
합된 유연성

FPGA는 진화하는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높

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정화되어 더 이상 유연성은 필요

하지 않는 일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

려면 이 기능들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능들

을 강화하면 더 낮은 전력 효율성과 더 높은 전력에서 필요한 기능

의 절충안이 더해지는 유연성을 함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낳습니다.

전통적으로, FPGA는 단일 모놀리식 다이 또는 동일한 모놀리식 다이

를 여러 인스턴스로 구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인텔의 새로운 

고급 패키징 기술은 단일 패키지 내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실리콘 

다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양한 프로세스 유형과 기능를 가

진 다이를 통합함으로써 인텔은 전례없는 유연성과 사용자 정의를 제

공합니다. 특수 제작된 다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짧은 대기 시간, 캐시 일관성 프로세서 가속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 116G 트랜시버(XCVR) 및 데이터 컨버터와 같은 고급 아날로그 기능

• 애플리케이션별 기능을 위한 맞춤형 컴퓨팅 엔진

• 로직 패브릭에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 및 구성의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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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텔은 Intel® Agilex™ FPGA의 주요 분야에서 고유의 아키텍처 혁신을 결합합니다

컴퓨팅 스펙트럼 전반에서 시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 최적화

엣지 및 임베디드 네트워크 코어 데이터 센터

전력 영역 효율적인 AI 추론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및 수집

최대 116Gbps의 고속 트랜시버  

최대 400G 이더넷 블록

짧은 대기 시간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 가속화

AI 및 기타 알고리즘 가속화를 위한전력 효율적인 DSP 블록

Intel Agilex FPGA 요소

진보된 10nm FPGA 패브릭

모든 Intel Agilex FPGA의 중심에 있는 FPGA 패브릭 다이는 세계에

서 가장 진보된 FinFET 공정인 인텔의 10nm SuperFin 칩 제조 공

정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패브릭 다이는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를 활용하는데, 이 아키텍처는 10nm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최적화된 하이퍼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FPGA 곳곳에 걸쳐 사용합니다. Intel® Quartus® Prime 소프트웨어

와 결합된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는 차세대 시스템에 

필요한 최적화된 성능과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FPGA 패브릭에 반정밀도 부동소수점(FP16) 및 BFLOAT16에 대한 

전용 DSP 구조를 통해 AI 기능 및 DSP 작업을 가속화시켜주는 아키텍

처 최적화와 이전 세대 FPGA에 비해 향상된 DSP 갯수가 특징입니다.

Intel Agilex FPGA는 고효율과 함께 고정소수점 및 부동소수점 DSP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DSP 블록은 이전 세대보다 2배 더 많은 

9x9 곱셈기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Intel Agilex FPGA가 하나의 DSP 

블록당 구현할 수 있는 INT8 작업의 양을 두 배로 증가시킵니다. FP8 

및 FP16에 대한 새로운 모드 추가는 FP32를 사용한 구현에 비해 더 

낮은 장치 활용도와 더 낮은 전력으로 이미지 및 객체 감지를 위한 컨

볼루션 신경망(CNN)과 같은 특정 AI 워크로드에 대해 매우 효율적인 

구현을 지원합니다.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

이 혁신적인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는 기존 아키텍처

로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성능을 지원합니다.

1세대와 마찬가지로,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는 코어 

패브릭 전체에서 하이퍼레지스터라고 하는 추가 레지스터를 사용합

니다. 이 레지스터는 라우팅 구조에서 모든 기능 블록의 입력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레지스터는 대역폭을 늘리고 면적 및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세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하이

퍼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면, 하이퍼레지스터가 

없을 때 동일한 기능 구현을 위해 피드스루 셀로 LUT 레지스터를 사

용하여 로직 리소스를 소모하지 않고, 다른 모든 FPGA 로직 리소스

를 로직 기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서는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

면서 전반적인 패브릭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 중 하나는 그림 4와 같이 하이퍼레

지스터에 고속 바이패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림 4의 왼쪽은 Intel® Stratix® 10 FPGA 하이퍼레지스터를 나타낸 것

입니다. 레지스터를 통과하는 신호 경로와 이를 우회하는 다른 신호 경

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 신호 경로 모두 구성 RAM에 의

해 제어되는 mux를 통과합니다. 인텔이 2세대에서 Intel Hyperflex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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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 아키텍처를 개선한 방법 중 하나는 하이퍼레지스터 바이패스 경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Intel Hyperflex FPGA 아키

텍처에 최적화된 설계와 그렇지 않은 다른 설계들 모두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림 5에는 두 가지 설계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예시는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었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Intel Agilex FPGA의 적응형 로직 모듈(ALM)은 크고 옅은 파란색 상자에 표시되었고, 하이퍼레지스터는 두 가지 

색으로 나타나는데, 미사용 하이퍼레지스터의 경우 주황색이고, 사용된 것은 회색 윤곽선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위의 설계는 하이퍼레지스터를 사용한 것으로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반면, 맨 아래의 설계는 하이퍼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4. 고속 바이패스는 패브릭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이퍼레지스터를 가속화합니다

그림 5. 맨 위의 설계는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었고 맨 아래의 설계는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6. 레지스터 간의 신호 지연은 설계의 fmax를 결정합니다

Intel® Hyperflex™ FPGA
에 최적화된 설계

아키텍처
 (일부 하이퍼레지스터 사용됨)

Intel® Hyperflex™ FPGA
에 최적화되지 않은 설계

아키텍처
 (사용된 하이퍼레지스터 없음)

ALM ALM ALM

ALM ALM ALM

고속 바이패스가 있는 
미사용 하이퍼레지스터

사용된 하이퍼레지스터

그림 6에서는 각 설계의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의 신호 지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신호 지연으로 궁극적으로 설계의 fmax를 

결정합니다.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설계
(일부 하이퍼레지스터 사용됨)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지

 않은 설계
 (사용된 하이퍼레지스터 없음)

ALM ALM ALM

ALM ALM ALM

고속 바이패스가 있는 
미사용 하이퍼레지스터

사용된 하이퍼레지스터

Intel® Agilex™ FPGA  
하이퍼레지스터는 고속 

바이패스 경로가 특징입니다

구세대 하이퍼레지스터 2세대 하이퍼레지스터

CRAM
config

CRAM
config

clk c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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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하이퍼레지스터 고속 바이패스 및 ALM 성능 향상을 추가하면 두 가지 설계 유형 모두에서 잠재적 중요 경로가 가속화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호는 각각의 미사용 하이퍼레지스터(주황색 상자)를 통해 더 빠르게 이동하고 동기식 클리어가 없고 클럭이 활성화되는 

ALM을 통해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는 최적화된 설계에서 최상의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설계에 대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설계
(일부 하이퍼레지스터 사용됨)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지

 않은 설계
(사용된 하이퍼레지스터 없음)

고속 바이패스가 있는 
미사용 하이퍼레지스터

사용된 하이퍼레지스터

ALM ALM ALM

ALM ALM ALM

고속 바이패스로 모든 주요 경로 가속화

그림 7.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를 추가하면 양쪽 설계 유형 모두에 대한 주요 경로가 가속화됩니다

그림 8. 전통식 FPGA 업데이트 일정 vs. 칩렛 기반 업데이트

전반적으로,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의 개선 사항은 Intel Agilex FPGA가 제공하는 성능 이점에 크게 기여합니다.

DSP 가속화 기능

고정밀 신호 처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텔은 업계 최초의 가변 정밀도 DSP 블록을 개발했습니다. 이전 세대의 Intel® FPGA에서 가

변 정밀도 DSP 블록은 단정밀도 부동소수점(FP32) 지원을 포함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Intel Agilex FPGA에서 가변정밀도 DSP 블록은 반

정밀도 부동소수점(FP16) 및 BFLOAT16(BF16)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향상되었습니다. 이 향상된 DSP 블록을 통해 사용 가능한 수천 개

의 부동소수점 연산자로 인해 Intel Agilex FPGA는 최대 40 TFLOPs의 FP16, BF16 또는 최대 20 TFLOPs의 FP32 DSP 성능을 제공합니다.2

칩렛 기반 아키텍처의 개발 이점

역사적으로, FPGA는 XCVR, 메모리 및 I/O와 같은 개별 기능을 프로그래머블 로직과 동일한 다이에 추가함으로써 기능들을 융통성 없이 통합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에는 세 가지 뚜렷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FPGA의 모든 개별 기능이 동일 프로세스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별 기능이 업데이트되거나 개선될 때마다 새로운 테이프아웃(tape-out), 즉 새로운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별 기능이 다양한 리소

스를 혼합 사용할 때 최적화된 리소스 사용 비율(즉, 동일한 양의 로직을 가졌지만 트랜시버 수가 많거나 적음)을 얻으려면 새로운 테이프아웃

(tape-out)이 필요합니다. 테이프아웃(tape-out)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품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제품 업데이트(전통적인 FPGA 아키텍처)

제품 업데이트(칩렛 아키텍처)

제품 업데이트에 대해 6 ~ 12개월 이상

동일 기간에 칩렛을 통해 여러 제품 업데이트 가능

업데이트된 반도체 다이

기존 반도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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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칩렛을 사용하면 더 좋고 다양한 접근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칩렛 또는 타일은 패키지 수준의 통합 및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

해 다른 칩렛과 통합되도록 설계된 물리적 IP 블록입니다. LEGO 블

록과 마찬가지로, 칩렛은 믹스 앤 매치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116G 

XCVR, CXL 및 PCIe Gen5 기술에 대한 Intel FPGA 초기 지원에서 

알 수 있듯이 칩렛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기능, 향상된 민첩성 및 짧은 

출시 시간으로 신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 그림 8에 나와 

있습니다.

칩렛은 각 기능에 맞는 최적의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칩렛

은 Intel Agilex FPGA 패브릭과 통신하고 특정 애플리케이션 등급

에 필요한 정확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믹스 앤 매칭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은 여러 칩렛을 단일 패키지로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기판 

역할을 맡은 고급 패키징 기술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 코어, 

I/O, FPGA, 아날로그, 네트워크 및 통신, 메모리 가속기는 칩렛을 통

해 통합될 수 있습니다. 타사 에코시스템 기술도 인텔 실리콘과 결합

될 수 있습니다.

고속 I/O가 있는 트랜시버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칩에 매우 빠르게 들

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고속 연결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tel Agilex FPGA 세대와 함께, 인텔은 하나의 트랜시

버 채널에 대해 58Gb/s(58G)에서 116G로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칩렛을 사용하면, 트랜시버의 수는, FPGA 패브릭 다이에 배치할 경

우에 제한되는 갯수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트랜시버 채널의 수는 

FPGA 패브릭 다이를 다시 설계 않고, 원하는 양의 트랜시버 칩렛을 

사용하여 간단히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작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4nm, 

10nm 등으로 경쟁합니다. 경쟁사의 7nm FPGA 포트폴리오와 비교

했을 때 Intel Agilex™ FPGA는 와트당 2배 더 우수한 패브릭 성능을 

제공합니다2. 때로는 일부 기능에 대해 최신 반도체 프로세스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날로그 및 메모리 기능

은 프로세스 지오메트리를 사용하여 범용 로직만큼 확장되지 않습니

다. 또한, 일부 구형 실리콘 IP 기능은 기존 프로세스 노드에서 개발

되었을 수 있으며, 새 노드로 이동하는 이점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인텔의 칩렛 방법론을 사용하면, 구현에 이상

적인 특정 반도체 프로세스로 각 기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칩렛을 믹스 앤 매칭하여 특정 시장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급 3D 패키징

모든 것을 단일 패키지에 통합하려면 여러 각종 기능를 가진 다양한 

다이를 비용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통적

으로 하나의 패키지에 하나의 실리콘 다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고

급 인텔 기술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세스 노드의 여러 다이를 동

일 패키지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l Agilex FPGA에

서 사용되는 고급 3D 패키징 기법 중 하나는, 칩렛을 동일 패키지에 

FPGA 다이와 함께 통합하는 성능이 우수한 비용 효율적인 수단을 제

공하는 EMIB(Embedded Multi-Die Interconnect Bridge)입니다.

인텔 패키징 기술의 이러한 최신 혁신을 통해 이기종 요소를 단일 패

키지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실리콘은 특정 시장 요구를 

해결하고, 유연한 코어 패브릭 다이와 하나로 결합해 대규모 통합 시

스템을 만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통합과 함께, 인텔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필요

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실리콘과 FPGA 패브릭을 결

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아키텍처는 다양한 사용 사례 및 시장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고 특수 제작된 특정 기능에 대해 작동할 수 있

습니다.

고성능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프로세서당 추가되는 코어의 증가와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

의 훨씬 더 높은 메모리 및 I/O 대역폭 증가로 인해, 칩끼리의 내부 상

호 연결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성능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기능의 고성능 인라인 및 오프로드 가속화를 촉진하기 위

해, Intel Agilex FPGA는 PCIe Gen5 및 CXL을 포함한 고성능 프

로세서 인터페이스의 최신 세대를 지원합니다.

CXL을 통한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에 대한 캐시 및 메모

리 코히어런트 인터페이스 
Intel Agilex FPGA는 CPU와 워크로드 가속기 간의 지연 시간이 짧은 고

성능 캐시 및 메모리 코히어런트 인터페이스인 CXL을 지원합니다. CXL 

기술은 CPU 메모리 공간과 연결된 장치의 메모리 간에, 리소스 공유를 

통해 성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스택 복잡성을 줄이며 전체 시스템 비용

을 낮추는 메모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가속기의 이

중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가 아닌 대상 워크로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CX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uteexpresslink.org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PCIe Gen5 인터페이스
Intel Agilex FPGA는 최대 Gen5 x16의 PCI Express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PCIe Gen5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애플리

케이션 중에서 PC 상호 연결, 그래픽 어댑터 및 통신 개발자에게 더 큰 

성능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송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림 9. 여러 기능별 

다이의 유연한 이기종 

패키징

http://computeexpressli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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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메모리 계층 구조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은 차세대 플랫폼의 중요한 병목이 될 수 있습

니다. FPGA 또는 CPU와 같은 컴퓨팅 요소는 다양한 크기 및 다양

한 액세스 요구 사항이 필요한 데이터 유형으로 작동합니다. 즉, 가

장 효율적인 고성능 처리를 위해 다양한 메모리 유형과 크기가 필요

하다는 의미입니다.

Intel Agilex FPGA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임베디드 메모리 리

소스, 인패키지 메모리 및 오프칩 메모리 등 폭 넓은 메모리 리소스 

계층 구조를 지원합니다. 계층 구조는 그림 10에 나와 있습니다.

계층 구조는 MLAB, 블록 RAM 및 eSRAM을 포함한 내장형 온칩 메

모리로 시작하고, 각각의 메모리는 서로 다른 처리 요구 사항을 수용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용량을 제공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SIP 기술을 사용하는 Intel Agilex FPGA에 

내장된 차세대 고속 메모리입니다. HBM은 타사 솔루션으로는 불가

능한 최상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DRAM 레이어

는 Intel Agilex FPGA에 내장된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에 연결되고 직

접 제어되는 3D 고속 메모리를 형성하는 기본 I/O 레이어에 연결되었

습니다. HBM 다이를 FPGA 패키지에 직접 통합하면 보드 크기와 비

용은 줄어들고 전력 요구 사항이 감소됩니다.

Intel Agilex FPGA는 코어 패브릭 옆에 HBM2E 메모리를 통합합

니다. 코어 패브릭과 메모리 간의 상호 연결은 DDR과 같은 개별 메

모리에 비해 훨씬 더 짧아 기존의 긴 인쇄 회로 기판(PCB)의 트레이

스를 구동하는데 소비되는 전력량을 줄여줍니다. 트레이스가 길어

지지 않아 정전식 부하가 줄어들어 I/O 전류 소비가 낮아집니다. 그 

결과 시스템 전력이 낮아지고 와트당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마지막으로 Intel Agilex FPGA에는 DDR4/5, QDR 및 RLDRAM을 비

롯한 장치 외부 메모리 구성 요소는 물론 FPGA 사용자를 위한 획기적

인 옵션을 제공하는 Intel® Optane™ persistent 메모리에 대한 인터

페이스가 포함됩니다.

온칩 메모리

MLAB
（640 b）

블록 RAM
（M20K）

eSRAM
（18 Mb）

DRAM SiP – HBM2E
(8 –16GB)

DDR4/5

QDR/RLDRAM

Intel® Optane™ persistent 메모리

인패키지 메모리

온보드 메모리

그림 10. Intel® Agilex™ FPGA는 온칩, 인패키지 및 온보드 메모리를 

지원하는 고급 메모리 계층 구조를 지원합니다

모든 요소의 결합

Intel FPGA와 SoC 혁신이 결합되어 Intel Agilex FPGA는 전례없는 수준의 맞춤화 및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인텔의 EMIB 패키징 기술을 통해 하

나의 단일 패키지 시스템 내에 다양한 칩렛을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Intel Agilex FPGA 패브릭 및 혁신적인 칩렛 아키텍처는, 광범위한 디바이스 

용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확장 가능한 FPGA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이점을 제공합니다:

•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한 레인당 32GT/s의 데이터 속도의 PCIe 

Gen5 x16 지원을 포함한 고대역폭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상호 연

결의 최신 세대.

• CXL 전용 지원을 통해 캐시 일관성 작업을 가속화하는 고성능 프

로세서 인터페이스 속도.

• 반정밀도 FP16, BFLOAT16 전용 구조를 통해 AI 기능 및 DSP 작

업을 가속화하는 아키텍처 최적화는 물론 최대 40 TFLOPs FP16/

BFLOAT16 또는 최대 20 TFLOPs FP32 DSP 성능을 제공하는 높

은 DSP 블록 용량.

• 차세대 데이터 센터, 엔터프라이즈 및 네트워킹 환경에서 가장 까

다로운 대역폭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116Gbps 직렬 트랜시버 

링크.

• 더 나은 비용 및 전력 효율성을 위해 고객 IP와 Intel eASIC 장치 옵

션을 빠르게 통합.

•  45% 더 높은 성능 (기하평균) 또는 최대 40% 더 낮은 전력

을 제공하는 2세대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 (vs. 

Intel® Stratix® 10 FPGA)2

• 경쟁사의 7nm FPGA 포트폴리오와 비교했을 때, Intel Agilex 

FPGA는 와트당 2배 더 우수한 패브릭 성능을 제공2

• 칩렛 통합 기능 특정 애플리케이션 및 시장 세그먼트에 필요

한 기능을 제공하는 XCVR 타일부터 프로세서 인터페이스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맞게 제작된 반도체 칩렛을 활용.

• 메모리 용량 증가 및 DDR5 SDRAM 및 Intel® Optane™ 

persistent 메모리와 같은 고급 메모리 유형 지원

• 폭 넓은 애플리케이션을 고려해 시스템 인텔리전스와 유연한 

내장 기능을 지원하는 쿼드 코어 A53 H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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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Agilex FPGA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속화

Intel Agilex FPGA 및 SoC에 대한 설계 개발 지원은 여러 옵션을 통

해 제공됩니다. 첫째는 Intel Quartus Prime Software 도구입니다. 

Intel Quartus Prime Software에는 설계 및 합성부터 최적화, 검증 

및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Intel FPGA 및 SoC를 위한 설계에 필

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로직 요소가 있는 디

바이스의 기능이 대폭 향상되어 설계자에게 차세대 설계를 충족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은 Intel® Distribution of OpenVINO™ 툴킷으로 시작

하여 oneAPI 툴킷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계속해서 FPGA 개

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oneAPI 개발 환경은 

CPU, 그래픽 처리 장치(GPU), FPGA, AI 및 기타 가속기에서 다양

한 컴퓨팅 엔진의 프로그래밍을 단순화합니다. oneAPI 플랫폼에는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및 프레임워크를 가장 잘 가속화

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매핑하는 포괄적인 통합 개발

자 도구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ntel® oneAPI Base Toolkit용 FPGA 애드온을 사용하면 더 많은 

설계자들이 Intel Agilex FPG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oneAPI 툴킷을 사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선택을 통해 다양한 설

계 구현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구

체적인 전력 및 성능상의 기능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특정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구성 요소
Intel® Agilex™ FPGA

Intel® Xeon® Scalable 프로세서

Intel® Distribution of OpenVINO™ 툴킷  

Intel® Hyperflex™ FPGA 아키텍처  

Intel® Quartus® Prime Software

샘플 사용 사례

Intel Agilex FPGA는 데이터가 생성, 전송, 저장 

또는 처리되는 모든 곳인 엣지에서 코어, 클라우

드에 이르는 폭 넓은 애플리케이션(맞춤형 특정 

시장 부문 및 애플리케이션)의 가속화 및 컴퓨팅

이 요구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차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국방산업 제조항공우주

5G 통신레이더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데이터 센터

결론

Intel의 다양한 전문 지식의 핵심을 하나로 결합하는 Intel Agilex 

FPGA 와 SoC의 설계 및 아키텍처 혁신은 엣지에서부터 네트워

크, 클라우드까지 이전에는 달성할 수 없었던 중요한 수준의 성능, 

정확성, 유연성 및 사용자 정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Intel Agilex FPGA 홈페이지 : www.intel.com/agilex

Intel Agilex FPGA 아키텍처 백서 : www.intel.com/agilex-wp

Intel FPGA 홈페이지 : www.intel.com/fpga

영업대리점 :  www.uniquest.co.kr

제품문의 이메일 : support@uniquest.co.kr

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71264/iot-number-of-connected-devices-worldwide/

2. 성능은 사용, 구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www.Intel.com/PerformanceIndex

성능 결과는 구성에서 표시된 날짜부터 테스트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업데이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성 세부사항은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나 부품은 

없습니다. 

본인 비용 부담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텔 기술은 지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활성화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인텔사. 인텔, 인텔 로고 및 기타 인텔 마크는 인텔사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상호 및 브랜드는 타회사의 재산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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