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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실제 경매 환경을 본 따 FPGA를 이용하여 경매 진행자와 입찰자가 경매

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가. 시스템 구성

본 경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사회자

경매의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경매 물품의 초기가를 입력하고 입찰자들이 경매

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며, 경매 중에는 현재 경매가를 저장하고 출력한다. 외부 LCD를 

통해 입찰자와 입찰가 등 경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출력하고, 경매 종료 시 낙찰자를 알

려준다.

2) 입찰자

입찰자용 외부 보드를 통해 FPGA의 중앙 제어에 따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이얼 

스위치를 이용해 현재 가격에 더할 가격을 입력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 입찰한다. 경

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만 외부보드를 조작할 수 있다.

나. 개발 환경 및 개발 장비

  기본적인 개발 장비로는 FPGA Board(HBC COMB)-II)를 사용하였다. FPGA 보드를 이

용하여 경매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 중 대부분을 처리하도록 구현 하였으며, Board에 

대한 세부 이용 사항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경매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개발장비(FPGA Board)



  현재 경매 상태에 대한 출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AVR kit 및, LCD를 이용하였다. 

AVR-MCU에서 받게 되는 신호는 FPGA에서 나가게 되며, 이는 경매 시작, 경매 진행상황, 

현재 경매가 등을 20bit의 signal 로 구성하여 일괄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데이터 전송 

후, AVR kit에서는, C language를 기반으로 구성한 코드를 이용, 처리 및 필요한 데이

터를 LCD를 통하여 출력하게 된다. 또한 경매 참여자의 원활한 경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CAD 작업을 통해 경매 참여자 컨트롤러를 제작 및 구현 하였다. 컨트롤러에서

는 현재 경매가에 더해질 경매가를 전송하게 되며, 그 전송 값은 FPGA보드 내부에 구현

된 ALU를 이용, 연산 및 필요한 signal을 MCU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2 경매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개발장비(AVR kit)

그림 3 경매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개발

장비(경매 참여자 컨트롤러)



2. 시스템 구현 방법

가. 시스템 흐름도

그림 4 경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상황도

그림 5 상황도 - 사회자 모듈



그림 6 상황도 - 경매 참여자

나. 구현시 가정한 제한사항

1) FPGA Board에서 가용한 핀의 개수가 한정적인 점을 감안, 경매 갱신가 입력을 위한 외부 보드는 2개로 

제한하였다.

2) 경매 물품에 대해서 최초 경매가 입력 후, 경매가 시작되면 사회자 측(FPGA Board)를 통해서는 경매가 

끝나기 전 까지 경매가 갱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외부 보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경매 시작 signal을 외부 보드로 전송함과 동시에, 10개의 상태를 가진 카운터가 동작하게 되며, 카운터

가 최종까지 가기 이전에 경매가 갱신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경매는 종료되게 되

며, LCD를 통해 최종 낙찰자가 출력되게 된다.

다. 사회자 모듈 기능 구현

FPGA Board 상에서 원할한 사회자 기능 구현을 위해 구현한 모듈은 표 1과 같다.

모듈명 요약

keypad_to_bcd_new 최초 경매가 입력

stateclock_3 KeyPad Scanning

four_bit_register BCD 1자리 저장

LeveltoPulse Clock Pulse 제어

four_bit_register_mux 현재 경매가 저장

four_bit_fadder 4Bit Full Adder

stateclock8_4 7 Segment 제어

state_clock_10s Dot Matrix 제어

BCDtoSEG_mux 현재 경매가 출력

instructionGenerator MCU 명령어 인코딩

표 1 경매 시스템 주요 모듈



1) keypad_to_bcd_new

최초 경매 프로그램 시작 시에 최초 경매가를 입력하기 위한 모듈로서, FPGA의 

keypad숫자를 입력 시, 그 숫자를 BCD code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변환된 BCD code

는 four_bit_register에 shift되어 저장되게 된다. keypad입력 후 segment의 출력 시, 

column의 변화를 막기 위하여 not gate를 이용하여 안정화하였다. keypad 입력 속도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하여 분주를 생성하는 clockbunju_rdc_4와, 넓은 면적의 pulse를 하

나의 clock을 변환하는 LevelToPulse를 이용하였으며, clockbunju_rdc_4의 발동 조건을 

위하여 keypad_to_bcd_new에서 signal이 입력되었을 때 출력 값을 나타내는 CLKOUT의 

신호를 사용하였다.

그림 7 flowrian을 이용한 keyinput_to_bcd_new 회로도

2) stateclock_3

keypad의 출력을 Row Scan 기준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column에 대하여 3개의 

state를 발생시키는 stateclock을 설계하였다. 구현에는 D F/F을 사용하였다.

3) four_bit_register

keypad를 이용하여 입력한 최초 경매가를 저장하는 register이다. 하나의 register는 

4자리의 숫자 중 한자리만을 저장하게 되며, register는 shift를 이용하여 각 자리의 

숫자를 채워 나가게 된다. 구현에는 D F/F을 사용하였다.



그림 8 flowrian을 이용한 four_bit_register 회로도

4) LevelToPulse

분주가 이루어진 클락에 대하여 pulse를 줄이기 위해 구현된 모듈로서, 전체 회로상

에서 분주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구현에는 D F/F을 사용하였다.

그림 9 flowrian을 이용한 Level to Pulse 회로도

5) four_bit_register_mux

경매 시작 후, 외부 보드를 이용한 경매가 갱신 및 저장 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4bit의 register이다. 내부에 multiplexor를 이용하여, 경매 모드를 준비 모드에서 시

작 모드로 변경하였을 때, 발동되도록 조건을 갖추었으며, 발동 이전에는 최초 입력을 

받는 shift를 이용한 4_bit_register에 있는 값을 INP input pin 으로 입력을 받으며, 

이후에 경매 시작 모드 시에는 뒤에 있는 four_bit_fadder에서 나오는 sum의 값을 합친 

signal을 REG라는 입력 핀으로 입력받게 된다. 구현에는 gtlib에서 제공하는 1bit 

select multiplexor와 D F/F를 사용하였다.



그림 10 flowrian을 이용한 four_bit_register 회로도

6) 6. four_bit_fadder

최초 경매가 입력 후, 경매 시작 signal이 시작 되고 제한 시간 내에 외부 보드를 통

하여 경매가 입력 시, 기존 경매가와 외부 보드 경매가를 더하는 모듈이다. 덧셈은 BCD

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즉, 9(1001)에서 10(1010)으로 넘어갈 시에는 carry 

out을 발동하게 되며, 나머지 값은 0으로 initializing되게 구성하였다. 구현에는 JK 

F/F을 사용하였다. 

그림 11 flowrian을 이용한 four_bit_hadder 회로도

7) stateclock8_4

앞선 3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지만, stateclock8_4는 총 8개의 state를 발생시키지만, 

실제로 출력은 4개의 state만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state는 각각 하나의 state를 건너

뛰는 형태로 출력되며, 이는 4개의 SEG_COM 이용 시, state 이동 시 발생하는 잔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현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stateclock8_4는 SEG_COM의 발동에 사용

된다.



8) stateclock_10s

3과 7의 내용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이는 10개의 state를 출력한다. 입력 제한 시간

을 표현하기 위하여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state 발동 시에는 DOT MATRIX에 순서대로 

불이 점등되도록 구현하였다. stateclock_10s의 전면부에는 분주를 달아 점등이 되고 

유지되는 시간을 늘려서 안정화하였다.

9) BCDtoSEG_mux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multiplexor를 첨가한 segment 출력 회로이다. 앞서 

keyinput_to_bcd_new를 통하여 출력한 bcd 신호와 그 신호를 저장하는 shifted 

four_bit_register, 그리고 실제 경매 상승가를 갱신하고, 그 갱신가를 저장하는 

four_bit_register_mux의 data들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BCDtoSEG_mux이다. 

INP라는 입력 pin은 최초 입력가를 저장하는 register의 값을 받으며, REG라는 입력 

pin은 실제 경매에 사용되는 four_bit_register_mux의 값을 입력받는 기능을 한다. 아

래의 EN은 상단에 존재하는 SEG_COM신호에 segment신호를 알맞게 동기화 하기 위한 입

력 pin 이다. 해당 multiplexor는 INP와 REG값을 select하게 되며, 이 모듈에서 출력되

는 segment 신호들은 상단의 stateclock8_4의 신호를 EN pin으로 받아서 차례대로 해당 

COM에 출력하게 된다.

그림 12 flowrian을 이용한 BCDtoSEG_mux 회로도

10) instructionGenerator

FPGA가 MCU와 연동되는 명령어를 인코딩한다. 정의된 명령어는 표 2와 같다.



그림 13 instructionGenerator의 회로도

Instruction
OP Code

설명
Binary Hex

START 0001 1 경매 시작

USER1Call 0010 2 입찰자 1 콜

USER2Call 0100 4 입찰자 2 콜

END 1000 8 경매 종료

표 2 Instruction

또한 MCU는 Instruction과 함께 현재 경매가 BCD 네 자리도 함께 받는다. 명령어와 

BCD 코드를 받은 MUC는 LCD에 상황에 맞는 텍스트를 출력한다.

라. 사회자 모듈의 LCD 연동

FPGA에서 구현한 사회자 모듈은 MUC와 연결하여 명령어를 전달함으로써 MCU가 상황에 

맞는 문자열을 LCD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연동을 위한 구성 요소는 표 3과 같다.

구성요소 장비명 비고

MUC ATMega128 FPGA, LCD 연동

GLCD CGM12232 경매 상태 출력

I/O PIN
0~15 BCD 4자리

16~19 Instruction 

Software
Win-AVR AVR Library

AVR Studio IDE

표 3 MCU와 FPGA가 연동하기 위해 사용한 구성요소

1) 구현 방법



MUC 측에서 FPGA와 연동을 하기 위해 직접 Embeded System 환경에서 C Language로 코

딩하여 MCU에 올렸다.

가) Main Code

프로그램의 Main Source Code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Main Source Code

나) LCD 연동

MCU가 GLCD에게 문자열을 출력해 주기 위해서는 LCD에 정의되어 있는 Timing에 따라 

지정된 Instruction을 날려 주어야 한다.



그림 15 GLCD의 Timing Diagram

그림 16 GLCD의 Instruction Table



그림 17 GLCD 연동을 위한 코드들의 

Header (glcd.h)의 일부

마. 외부보드 - 입찰자 보드의 구현 방법

1) 제작 방법 : 멜라민계 PCB(M3) 제작(Prototype 회로도면 및 필름 사본 첨부)

가) 사용부품

(1) FND(Cathode Type)*4

(2) 74LS48(BCD-to-FND Decoder)*4

(3) 74LS04(logic Inverter)*4

(4) BCD다이얼Switch*4

(5) Button_Switch

(6) TR(C1815)*2

(7) DC5V릴레이

(8) LED(3파이)*2

(9) 저항(150Ω, 1KΩ, 15KΩ)

(10) IDC케이블 및 소켓 조립체



2) 외부보드 제어용 모듈 개발

모듈명 요약

counter11_over 입찰 진행 카운터

Clockbunju 15초 계산

Ext_board 외부 보드 제어

표 4 외부 보드 연동 주요 모듈

가) counter11_over

  입찰을 시작하고부터 끝나기까지의 카운터다. 경매 진행과 동시에 카운터가 시작되

며, 입찰자가 ‘Enter’버튼을 누르면 경매가 갱신과 함께 카운터도 초기화 된다. 카운

터의 진행상황은 Dot_Matrix에 표시되는데, 10칸의 게이지를 표시하기 위해 10번의 

Clock을 생성하고 끝나야한다. 따라서 JK플립플롭을 이용하여 2진 카운터를 만들되, 20

까지 카운터하고 끝나도록 설계하였다. output이 2진 카운터의 LSB를 사용하므로 

‘0’, ‘1’이 번갈아가면서 출력되기 때문에 20까지 카운터하고 종료하도록 설계하였

다.

그림 18 counter11_over의 회로도

나) Clockbunju

  FND등의 출력 매체의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경매 전체 Clock을 5MHz로 맞추었

다. 따라서 경매 초기가 입력, 15초를 세기위한 counter등 속도를 줄여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D-플립플롭을 사용하여 최초 5MHz의 Clock을 다양하게 분주시켰다.

그림 19 Clockbunju의 회로도



다) Ext_board

  외부보드 제어용 모듈이다. FPGA의 Ext(50pin)단자 중 보드 하나 당 20pin을 사용

한다. 1번 pin은 Vcc, 25번 pin은 GND이기 때문에 FPGA 모듈 설계상에서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2번 pin은 'Enter' 스위치, 19번 pin은 외부보드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Signal단자다. 모듈은 stadian을 이용하여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설계하였고, 크게 

‘입력불가’, ‘입찰가능’ 두 가지 상태가 있다.

  리셋버튼(DIP스위치)를 올리면 우선 ‘입력불가’ 상태가 된다. 이때에는 19번 

Signal pin에 ‘0’을 출력하여 외부보드의 스위치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FPGA로

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input을 받으면 다음 상태인 ‘입찰가능’상태로 천이한다. 

‘입찰가능’상태에서는 Signal단자에 ‘1’을 출력하여 외부보드의 TR과 릴레이가 동

작하여 스위치로 전원을 공급해, 입찰자가 가격을 설정하고 입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 또한 이 상태에서 외부보드의 'Enter'버튼을 입력하면 현재 각 FND에 출력되고 있

는 BCD값이 FPGA로 전송된다.

그림 20 Ext_board의 회로도



3. 실행 모습

그림 21 최종 제작본 실행 모습

4. 개발 일정 및 역할 분담

가. 개발 일정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FPGA BCD-to-FND ALU KeyPad,Register Clock 분주,Counter 조합, 연동

AVR FPGA 연동 LCD 연동 LCD - MCU - FPGA 연동

보드 부품 조사 회로 도면 설계 회로 기판 제작 연동모듈제작, 디버깅

공통 설계 디버깅

표 5 개발 일정

나. 역할 분담

강 상 욱 반 지 훈 양 희 철
FPGA 사회자 모듈 입찰자 보드 MCU 연동

사회자 회로 구성 입찰자 보드 설계, 제작 소스 코드 작성

입찰자보드, MCU 연결 FPGA 연동 FPGA-MCU-LCD연동

FPGA 디버깅

표 6 각 조원 별 역할 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