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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FP+ 트랜시버 모듈의 력 데이터 송을 해 송 알고리듬인 5B6B의 병렬연산 

알고리듬을 설계하 다. SFP+의 기본 송 알고리듬인 5B6B는 소형화된 SFP+의 력소모를 이기 

해 제안하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코드는 종래의 송 알고리듬 비 력소모가 10%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서론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SFP+  트랜시버는 80km 송을 

한 20pin SFI 규격 기  인터페이스를 갖고 10Gbps 

80Km 송을 해 개발되고 있는  트랜시버로써 차 

소형화되어 력소모에 하여 많은 문제 이 두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력

5B6B 알고리듬을 제안하여 력소모 알고리듬을 구 하

여 시뮬 이션을 하 다.

2. SFP+ 트랜시버 시스템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80km SFP+ 트랜시버는 80km 

송을 한 10 Gb/s 송신 인터페이스, 10 Gb/s 수신 인

터페이스, 20pin SFI 규격 기  인터페이스를 갖는 트

랜시버이다[1]-[3].

80km SFP+ 트랜시버의 기능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나타

내며 10 Gb/s 기신호 입력을 재생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

 EML Driver 에 받아 증폭한 후 EML TOSA에서 변조

하여 신호를 생성하는 송신부와 10 Gb/s 신호 입력

을 기신호로 변환하고 증폭  재생하는 수신부로 구성

된다. 송신부와 수신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

여 감시, 제어하며 이를 I2C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외부 

로세서와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림3은 SFP+의 

동작을 하기 한 기본 기능 구성도이다[4][5].

그림 1 SFP+ 기능구성

그림 2 SFP+ 기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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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b6b encoding 

A

OR

OR

OR

A

A

A

A

A

OR

OR
DOT

A

OR
DOT

OR
DOT

E

E

E

E

E

E

그림 3 5B6B encoding 구성도

 인코딩 방법은 Running disparity를 이용하여 running 

disparity의 이  값이 (+) 혹은 (-)인가에 따라 5비트의 데

이터를 6비트의 일련의 값으로 인코딩한다[6]-[8]. 알고리듬

은 많은 비교연산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식은 병렬연산[9]을 이용하여 력화 하 다.

4. 시뮬 이션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SFP+ 트랜시버의 송에 있어서 송

알고리듬인 5B6B는 기존에 제시된 알고리듬에 비해 력 

소모를 하기 해 분할알고리듬 연산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알고리듬을 구 하 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듬의 블록도이다. 이를 기반으로 합성을 통

해 합성을 하여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4 encoding 병렬연산 블록도

그림 5 병렬연산 알고리듬 layout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병렬연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기존의 RS

코드의 력소모 비 10%로 감소되는 것을 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병렬연산을 통한 알고리듬은 력화

로 인해 쉽게 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종래의 기술

의 데이터 송 알고리듬기술 비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으

며, 병렬연산을 통해 력소모와 속도면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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