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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반 컴퓨터에서 앙처리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병목

상인 "Von Neumann Bottleneck"을 보이는데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소하고 검색 주의 응용분

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확장 가능한 범용 

Associative Processor(AP) 구조를 제안하 다. 본 연

구에서는 Associative computing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 세트를 제안하 으며 다양하고 용량 

응용분야에도 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장 가능하게 

설계함으로써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12 가지의 명령어

가 정의되었으며 로그램이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명령어 셋을 구성하고 연속된 명령어를 하나의 명

령어로 구 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하 다. 제안된 

로세서는 bit-serial, word-parallel로 동작하며 용

량 병렬 SIMD 구조를 갖는 32 비트 범용 병렬 로세

서로 동작한다. 포 인 검증을 하여 명령어 단 의 

검증 뿐 아니라 최 /최소 검색, 이상/이하 검색, 병렬 

덧셈 등의 기본 인 병렬 알고리즘을 검증하 으며 알

고리즘은 처리 데이터의 개수와는 무 한 상수의 복잡

도 O(k)를 갖으며 데이터의 비트 수만큼의 이터 이션

을 갖는다.

I. 서론

  일반 인 개념에서 범용 컴퓨터는 앙처리장치(CPU)

와 메모리로 구성되는 Von Neumann 구조를 심으로 

발 하여 왔다. 최근 컴퓨터  반도체 기술의 발 으로 

메모리의 용량은 수 백 메가바이트 범 에 이르고, 단일 

로세서 구조의 경우에 하나의 CPU가 많은 양의 메모

리를 한번에 하나씩 읽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CPU 자

체의 처리성능과 무 하게 체 시스템의 성능이 하될 

수 있다.

  검색 주의 응용분야에서 Content-Addressable 

Memory(CAM)는 효과 인 해답이 될 수 있다. 메모리

에 장된 데이터에 근할 때에 주소를 이용하여 데이

터에 근하는 RAM과는 달리 CAM은 장된 내용을 

검색함으로써 데이터에 근하고 처리한다. 이러한 

CAM을 기 로 하여 각 워드에 단순한 Processing 

Element(PE)를 첨가하면 SIMD 형태의 병렬 

Associative Processor(AP)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수 백～수 천 개의 PE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SIMD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때 내부에 설계되는 

콘트롤러는 체 시스템의 수행을 제어하게 된다. 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용되기 하여 효율 인 명령어 

구조가 제안되어야 하며 제안된 구조는 보조 로세서로

서 호스트와 연결되는 일반 인 SIMD 시스템과 같이 사

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Associative computing을 기반으로 하

는 효율 인 명령어 세트를 제안하 다. 한 다양하고 

용량 응용분야에 용할 수 있도록 구조 확장이 가능

하게 설계함으로써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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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정의된 명령어 세트가 수행되기에 합하도록 구

성하고 이를 설계하여 검증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AP는 그 구조가 상 으로 단순하지만 효율 이고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칩에 수 천 개의 PE

를 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AP들의 구

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제안된 

확장성 있는 범용 AP 구조  명령어 등에 하여 설명

하고, 제 4장에서는 설계  모의실험을 분석하고 마지

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Associative Processor

  재까지 Associative Computing을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 인공지능, 패턴인식, 문가시스템, 상처리, 네

트워크 등 여러 가지 응용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2-4]. Storer 등은 이종 비젼 아키텍처

(Heterogeneous Vision Architecture)를 한 AP 시스템

을 제안하 다[5]. GLiTCH라고 불리는 AP 칩은 8 비

트 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64 비트 CAM을 내장하고 

있으며 명령어를 장하는 ROM과 단순한 1 비트 ALU

를 갖는 PE 그리고 단순한 네트워크와 제어 회로로 구성

되어 있다. Higuchi 등은 인공지능에 합한 IXM2 병렬 

AP 시스템을 제안하 다[6]. 제안된 시스템은 자연어처

리 분야를 주 응용분야로 설계되었다. rule-based 방법

은 수행속도, 확장성, 질, 규칙의 정의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CAM 메모리를 기본으로 하는 

용량 병렬 SIMD 방법은 언어번역과 같은 실시간 응용분

야에 합하다. Louri 등은 방 한 데이터베이스를 고속

으로 처리하기 하여 Optical associative computing을 

용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7].

  특정한 응용분야에 합하도록 제안된 구조들 외에 좀 

더 다양한 응용분야에 용될 수 있는 범용의 구조들도 

여러 가지 제안되었다. Stormon 등이 제안한 AP 시스템

은 비교  단순한 구조를 갖지만 유연한 구조 때문에 그

의 집 도가 높고 따라서 상 으로 큰 응용문제를 다

룰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0]. 최근에 제안된 

bit-parallel block-parallel AP는 입력 벡터와 모든 검색 

상의 벡터 간에 병렬로 연산되며 비트뿐 아니라 블록 

간에도 병렬로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성능이 개선되었다

[11]. Grosspietsch 등은 CAPRA라는 AP 시스템을 제안

하 는데 일반 으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단순한 수리연

산, 상처리 등에 용할 수 있으며 큰 특징은 구조의 

유연성과 테스트기능(testability)과 오류내성기능(fault 

tolerance)으로 요약할 수 있다[8]. 일반 인 AP의 PE에 

비하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능 한 많이 구

되어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일반 으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비교  단순한 수리연산, 상처리(압축, 필터링, 

패턴인식, 등) 등에 용할 수 있다. Tavangarian이 제

안한 AP 시스템은 워드단 를 기 로 하는 데이터를 

래그를 기 로 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한다[9].

Ⅲ. 제안된 Associative Processor 구조

  그림 1은 제안된 확장 가능한 범용 병렬 AP의 시스템 

구조이다. 데이터 입출력은 32 비트로서 내부에 있는 5 

종류의 지스터에 장된다. 정의된 명령어는 12 가지

이며 입력된 명령어는 on-chip controller에서 디코딩되

고 실행된다. 오른쪽의 CAM 블록은 42 비트 단 의 N

개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워드는 병렬 산술연산 등 

다양한 알고리즘 용을 하여 비트별 선택기능을 가지

고 있다. 상  10 비트는 응용 시에 데이터의 구분을 

한 태그 비트로 사용된다. 한 PE 블록은 CAM을 이용

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query를 처리할 수 있

는 단순한 기능의 1 비트 로세서이다. 이와 같이 구

된 AP 시스템은 문제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AP 칩들을 

직렬 연결하여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때 인

한 AP 칩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하여 최상 와 

최하  PE의 R1 지스터를 서로 연결하면 쉽게 PE 용

량을 확장할 수 있다. 이 때 뒤에서 설명할 MRR 트리 

구조도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는 보드 벨에서 간단한 로

직을 추가하여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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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범용 병렬 Associative Processor 구조

가. CAM 어 이

  CAM은 기존의 RAM을 확장한 형태로서 각 셀은 쓰

기와 읽기 연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치연산을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에서 상 의 인버터 2개와 트랜지스

터 2개는 기존의 RAM부분이고, 하 의 트랜지스터 4개

가 매치연산을 한 구조이다. 매치 라인은 매치연산을 

수행하기 에 선 충 (precharge)되며 장된 값과 외

부에서 인가된 값을 비교하여 선택 으로 방 됨으로써 

매치를 수행한다. 정  CAM 셀을 이용하여 하나의 칩

으로 만들기에 당한 1024 워드 x 42 비트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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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 어 이를 구성한다. CAM 어 이는 어드 스가 

없으며 워드 선택선이 이를 신한다. 읽기 동작 시에는 

하나의 데이터만을 읽을 수 있지만 쓰기 동작 시에는 여

러 치에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쓸 수 있다. 매치 선은 

wired-A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라도 

매치되지 않으면 매치에 실패한 것으로 명된다. 본 구

조에서는 쓰기 명령어 수행 시에도 각각의 비트에 원하

는 로 마스크를 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워드  

원하는 일부 비트에만 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Select

Bit Bit

Match

그림 2. static CAM 셀의 구조

나. PE 어 이

  각각의 CAM 워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PE와 

결합하여 SIMD 구조를 갖는다. 하나의 PE는 매치 결과

를 장하기 한 세 개의 1 비트 지스터(R1, R2, R3), 

단순한 부울 연산을 할 수 있는 논리 블록(GPLB, 

general purpose logic block), 상하의 PE와 데이터 통신

을 할 수 있는 선형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Row logic 

블록과 두 개 이상의 매치 결과가 나왔을 경우 하나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  인코더(MRR, multiple 

response resolver) 트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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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ow logic 구조

  그림 3은 Row logic 블록의 구조를 나타낸다. 좌측의 

신호들은 on-chip controller에서 만들어진 제어신호들을 

나타낸다. up, down은 각각 쪽과 아래쪽 PE의 R1 

지스터를 의미하며 R1, R2, R3 등의 1-bit 지스터들은 

내부 연산 결과들을 장하기 해 이용된다. Move와 

Match 연산 시 발생하는 결과 값은 3 개의 지스터 어

디에나 장될 수 있으나 데이터를 쉬 트하거나 MRR 

트리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은 R1 지스터만 

가능하다. GPLB는 부울 연산을 담당하는 블록으로 R1, 

R2, R3 3개의 지스터 값을 입력으로 8 가지 minterm

을 이용하여 256가지 함수의 부울 연산을 한다. PE 출력 

단에 있는 멀티 서는 MRR 결과, GPLB 결과, Match 

결과, all '1' 의 하나를 선택하여 PE의 출력 값으로 

내보낸다. Row_logic_out은 CAM 어 이의 워드 선택선

으로 사용되어 읽기나 쓰기 동작 시에 해당 워드를 선택

한다.

From Row Logic

R1out(i)

MRRout(i+3)

sr

mto

enable

From Row Logic

R1out(i+1)

From Row Logic

R1out(i+2)

From Row Logic

R1out(i+3)

MRRout(i+2)

MRRout(i+1)

MRRout(i)

그림 4. 하나의 MRR 블록 구조

  CAM은 그 구조  특성상 동시에 여러 개의 워드에 

쓰기 혹은 매치 연산을 실행할 수는 있으나, 읽기 연산의 

수행 시에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워드만을 읽어낼 수 있

다. 즉 여러 개의 1을 가진 응답벡터(response vector)에 

해당하는 워드들을 읽을 경우, 복수의 응답벡터 에서 

최상 에 “1”로 세 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  

인코더를 필요로 한다. 이로써 생성된 하나의 응답 출력

을 선택선으로 하여 읽기를 수행한다. 이를 담당하는 우

선순  인코더가 MRR이며 이는 다단계 트리 구조로 되

어 있다. 그림4는 인 해 있는 네 개의 PE로부터 R1 입

력을 받아 처리하는 하나의 MRR 블록 구조를 나타내며 

1024개의 PE를 처리하기 해서는 MRR 트리 구조를 사

용한다. MRR 트리는 여러 개의 "1"을 가진 입력이 들어

올 경우 최상 의 "1"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0"으로 출력

한다. 그 다음 워드를 읽기 해선 응답벡터의 최상 의 

R1 값을 리셋하면 차상 의 “1”을 가진 워드를 선택할 

수 있다. MRR은 출력 응답벡터를 만드는 동시에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1144

SR(some response)와 MTO(more than one) 신호도 함

께 생성한다. SR은 응답벡터 에 “1” 이 하나 이상 있

는가에 해 단해주며, MTO는 응답벡터 에 “1”이 2

개 이상 있는가를 단한다.

Ⅳ. 설계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된 범용 AP는 VHDL로 설계되어 

Modelsim 환경에서 기능이 검증되었다. 좀 더 포 인 

검증을 하여 명령어 단 의 검증 뿐 아니라 다음의 병

렬 알고리즘의 수행을 검증하 다. 최 값/최소값 검색, 

이상/이하 검색(Greater-than/Less-than search), 병렬 

가감산 등의 알고리즘도 검증하 다. 모든 알고리즘은 

병렬로 수행되기 때문에 장된 데이터의 개수와는 무

하며 상수 O(k)의 복잡도를 가지며 처리 비트 수만큼의 

이터 이션이 필요하다.

가. 최 값 검색 알고리즘

  CAM에 장된 데이터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알

고리즘이다. MSB부터 LSB까지 이터 이션마다 한 비

트씩 ‘1’과 매치를 수행하면서 반응벡터의 결과 값을 이

 결과와 AND 연산하여 장한다. 반응벡터가 단 하나

의 1을 갖거나 LSB까지 검색 완료될 때까지 반복한다. 

만일 AND 연산 후에 반응벡터가 모두 ‘0’이면 해당 비트

로는 경우의 수를 일 수 없다는 뜻이므로 원래의 반응

벡터 값을 복원하여 다음 비트에 하여 검색을 진행한

다. 마지막까지 검색한 후 남는 것이 최 값이며 반응벡

터 에 ‘1’인 엔트리가 두 개 이상 남는다면 모두 같은 

값이다.

나. 병렬 덧셈 알고리즘

  CAM에 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렬 덧셈을 수행

할 수 있다. CAM의 32비트 데이터 역에 상  8 비트

(24-31)에는 A 값이 다음 8 비트(16-23)에는 B 값이 

장되어 있고 이 두 값을 더한 결과는 하  16 비트(0-15)

에 C 값으로 장된다. LSB부터 시작하여 ai와 bi 비트

는 match 연산에 의해 해당 PE에 장되고 GPLB의 연

산에 의해 carry와 sum이 계산되어 CAM의 C 값의 해

당 비트에 장된다. 덧셈 연산은 bit-serial, 

word-parallel의 형태로 동작되어 A, B 데이터의 개수에 

상 없이 병렬로 수행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ssociative computing을 기반으로 하

는 범용 병렬 AP 로세서 구조를 제안하고 다양하고 

용량 응용분야에도 용 가능하도록 구조를 확장 가능

하게 설계함으로써 제안된 로세서는 bit-serial, 

word-parallel로 동작하는 용량 병렬 SIMD 로세서

이다. 설계된 PE는 Response Registers, 부울 함수 연산

기(GPLB), MRR(Multiple Response Resolver) 트리, 쉬

트 지스터 등을 포함하는 1 비트 구조로 복잡도를 

개선하 으며 추가의 하드웨어 없이 Binary 모드뿐만 아

니라 상처리, 패턴인식, 신경망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필요한 Quad 모드(0, 1, *, N)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구조를 검증하기 하여 제안된 명

령어뿐만 아니라 기본 인 검색  연산 알고리즘을 구

하여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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