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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형적인 버스 시스템 구조는 공용버스 내에 여러 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아비터 그리고 디코더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복수의 마스터가 동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아비터는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비터

가 어떠한 중재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버스 사용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기존의 중재 방식에는 Fixed Priority 방
식, Round-Robin 방식, TDMA 방식, Lottery 방식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버스 전송량, 대기사이클 그리고 우선순위

가 주로 고려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사이클을 고려하는 버스중재 방식을 제안하고, TLM(Transaction Level 
Model)을 통해 다른 중재 방식과 비교하여 버스 전송량과 대기 사이클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conventional bus system architecture consists of masters, slaves, arbiter, decoder and so on in shared bus. As 
several masters can't use a bus concurrently, arbiter plays an role in arbitrating the bus. The efficiency of bus usage can 
be determined by the selection of arbitration method. Fixed Priority, Round-Robin, TDMA and Lottery arbitration 
policies are studied in the conventional arbitration method where the bus transaction cycle, the wait cycle and the 
priority are primarily consider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rbitration method that considers the wait cycle. 
Furthermore, we verify the bus transaction cycle and the wait cycle compared with the other arbitration methods 
through TLM(Transaction Lev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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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반도체 제조 공정의 발달에 힘입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칩에 집적시키는 

SoC(System on Chip)기술이 개발되어 회로설계에 널

리 이용되고 있다[1-3].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의 기능

이 집적화된 SoC 칩의 경우, 하나의 버스에 마스터, 아
비터, 슬레이브 등이 연결된 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수의 마스터들이 하나의 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비터에 의해 버스 이용 허가 신호를 받은 

마스터들이 순서대로 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슬레

이브로 전송하거나, 슬레이브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

게 된다. 이를 위해, 아비터는 다수의 마스터들이 동시

에 버스 이용을 요청할 때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데, 아비터의 우선 순위 결정 방식에 따라 칩의 성능이 

달라지게 된다. 아비터에서 사용되는 우선 순위 결정 

방식에는 Fixed Priority 방식과 Round Robin 방식, 
TDMA 방식, Lottery 방식 등이 있다[4-7].

Fixed Priority 방식은 다수의 마스터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우선 순위에 따라 버스 사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즉, 각각의 마스터에 대해 우선 순위를 프로세서, DSP, 
DMA1, DMA2의 순서로 1, 2, 3, 4 순위를 순차적으로 

정해 놓고, 마스터들이 동시에 접근했을 경우, 우선 순

위가 높은 마스터에게 버스 사용권을 주게 된다. 이러한 

Fixed Priority 방식은 마스터가 처리하게 될 데이터의 

특성의 고려 없이 단순히 마스터의 종류에 따라 우선 순

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시간 측면에서 효율

적이지 못하고, 우선 순위가 낮은 특정 마스터에 스타베

이션(Starvation)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Round Robin 방식은 마스터의 버스 우선 순위를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시켜 버스 사용권을 골고루 주는 방

식이다. 이러한 Round Robin 방식은 고정된 우선 순위 

없이 마스터에 할당된 시간 정보를 참조하여 우선 순위

를 정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할 중요한 특정 마스터

의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우선순위 없어 모

든 마스터에게 균등하게 버스점유권을 부여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마스터와 관계없이 버스 대역폭이 동일한 

단점이 있다[8].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마스터에서 버스 

대기 사이클을 카운트하여 일정 대기 사이클 이상이 된 

마스터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Fixed Priority 방식의 스타

베이션 현상을 억제하는 대기 사이클 고려 버스중재 방

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버스 아키텍처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그림1과 같이 

버스 내의 데이터전송 흐름도를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마스터(M1, M2 등)들은 동시에 버스 사용 요청

(req.)을 할 수 있으며 아비터 AB에 의해서 선택된 마스

터에게 버스사용을 허가(grant)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마스터는 해당 슬레이브에 데이터 

전송을 하고, 슬레이브는 “wait” 신호와 “resp” 신호를 

통해 마스터와 아비터에게 데이터 처리에 관한 응답을 

한다. 이와 같은 싱글 버스 아키텍처를 모델링하기 위

해 TLM(Transaction Level Model)을 통해 각각의 중재 

방식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8]. 그리고, 각각의 시

뮬레이션에서 데이터 전송은 AMBA 버스아키텍처를 

기준으로 Single Write, Single Read, Burst Write, Burst 
Read 네 가지 경우를 랜덤하게 처리하였으며, Burst 
Write와 Burst Read의 경우에는 Burst 4, 8, 16을 랜덤하

게 처리하였다[9].
그림 2에 각각의 마스터에 따른 Fixed priority에서 

데이터 전송 사이클이 나타나 있다. 마스터의 우선순위

는 마스터 M1이 제일 크고 마스터 M1에서 마스터 M6
의 순서로 작아진다. M1의 전송량이 약 27만 사이클로 

제일 크게 나타났으며 M6은 1만 사이클도 전송하지 못

해 결국 M6은 스타베이션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Fixed Priority의 데이터 전송상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Single 데이터 전송량, 
Burst 데이터 전송량, 총 버스 요청사이클, 최대 버스 요

청 사이클 등을 분석해 보았다.  

M1

Bus I/F

AB

Bus I/F

M2

Bus I/F

Shared Bus
1

2
3

4

1. req.
2. grant
3. transfer
4. wait
5. resp.

Bus I/F

S2

Bus I/F

S1

5

그림 1. 공용버스 내의 데이터전송 흐름도

Fig. 1 Data transaction flow in the internal shared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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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ixed Priority의 데이터 전송 사이클

Fig. 2 Data transaction cycle of Fixed Priority

본 TLM 모델에서는 Single과 Burst의 데이터 전송

을 랜덤함수를 이용하여 50대 50으로 설정하였으며 실

제로 각각의 마스터 별로 Single과 Burst에 따른 데이

터 전송회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Burst 
전송의 경우 4, 8, 16 배의 데이터 전송량을 갖게 되어 

결국 그림 3(a)와 그림3(b)의 데이터 전송량은 그림3(b)
가 약 10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각각

의 마스터별 전송량 비율을 Single과 Burst가 거의 유

사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에도 마스터 M6은 스타베이

션에 빠져서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single과 burst에 대한 버스전송량의 유의차이는 

없었다. 
다음으로 그림 3(c)와 같이 데이터  버스 요청사이클

을 분석해 보았는데 M1은 총 버스 요청사이클이 20만 

사이클인데 반하여 M6의 버스 요청사이클은 100만이 

넘어서 데이터가 사실상 전송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스터가 버스 요청을 한 후로 실제로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의 버스 요청 사이클 중 최대로 대기한 사

이클을 그림3(d)와 같이 파악해 본 결과, 마스터 M6은 

6000사이클 이상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마

스터가 6개 있는 SoC 시스템에서 Fixed Priority 버스 

중재방식의 전송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마스터의 수

가 너무 많아서 우선 순위가 낮은 마스터는 제대로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Fixed Priority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Round Robin 버스 중재방식에서 마스터가 6개 있는 시

스템의 데이터 전송상태를 파악해 보았다.  그림4(a)와 

같이 마스터 별로 데이터 전송량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버스요청사이클, 최대 버스요청사이클도 마스

터별로 유의차이가 거의 없었다.

(a)

(b)

(c)

(d)

그림 3. Fixed Priority 버스중재에서 (a) 총 싱글 사이클, (b) 
총 버스트 사이클, (c)총 요청사이클, (d) 최대 요청 사이클

Fig. 3 (a) Tatal single cycle, (b) total burst cycle, (c) total 
request cycle and (d) max request cycle in the bus 
arbitration of Fixed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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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Round Robin 버스중재에서 (a) 데이터 전송 사이클, 
(b) 총 요청사이클, (c) 최대 요청 사이클

Fig. 4 (a) Data transaction cycle, (b) total request cycle 
and (c) max request cycle in the bus arbitration of Round 
Robin

이는 Round Robin 버스중재방식의 경우 각각의 마

스터별로 균등하게 버스 사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량과 버스 요청사이클 등 모든 부분

의 마스터 성능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nd 
Robin 방식은 마스터별로 우선순위를 줄 수 없는 구조

이기 때문에, CPU 등 우선순위가 높은 마스터와 우선

순위가 낮은 주변장치의 마스터가 동등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동작하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

로 Round Robin 방식은 성능이 다른 많은 마스터가 

(a)

(b)

(c)
그림 5. 대기사이클 고려 버스중재에서 (a) 데이터 전송 사이

클, (b) 총 요청사이클, (c) 최대 요청 사이클

Fig. 5 (a) Data transaction cycle, (b) total request cycle and 
(c) max request cycle in the bus arbitration considering the 
wait cycle.
 
연결되어 있는 SoC 구조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구조

이다.
이와 같이 Fixed Priority의 버스 스타베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Round Robin의 버스 우선순위 부여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대기사이클 고려 버

스 중재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 사이클을 설정하

기 위해서는 각각의 마스터에 별도의 카운터를 추가하

여 버스 요청 시각에서부터 사이클을 계속 카운팅하여 

설정한 일정 사이클 이상이 되었을 경우 버스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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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최대로 높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만약 설정된 사

이클을 초과한 마스터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M1에서 

M6순서로 기존의 마스터 우선순위를 따른다. 본 연구

에서는 최대 요청대기 설정사이클을 30으로 하여, 요
청대기 사이클이 30사이클 이상일 경우, 버스 우선순

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버스사용권을 부여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5(a)에 대기 사이클 고려 버스중재방식의 마스

터별 데이터 전송사이클이 나타나 있다. 그림2의 Fixed 
Priority 방식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대기 사이클

만 추가한 경우로서, 마스터 M1의 데이터 전송량이 

Fixed Priority에서 약 27만인데 반하여 대기사이클 고

려 버스 중재방식은 20만으로 일부 감소하였다. 또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마스터 M6에서도 전송량은 약 

10만 이상으로 관찰되어서 모든 마스터가 스타베이션

에 걸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실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마스터 M1에서 M6 순서로 우선순위

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의 크기도 조절될 수 있으며 일

부 마스터가 데이터 전송이 어려운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b)의 총 데이터 요청 사이클

의 경우에도 모든 마스터의 데이터 요청사이클이 일정 

수준을 넘지않고 버스 우선순위에 따라 조절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대 버스 요청사이클 결과

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작은 마스터 M6의 경우 약 

200사이클로 Fixed Prioriy의 약 6000사이클 보다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마스터에 대기 사이클 카운

터를 설치하여 버스 요청 사이클을 카운팅하고, 일정 

사이클 이상일 경우 마스터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최

우선으로 버스 전송을 허가하는 대기사이클 고려 버스

중재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

과 단순히 카운터만 추가했을 뿐인데,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보통 마스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

스터에 따른 전송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 

일부 마스터는 버스 전송량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

는데 기존의 Fixed Priority 방식은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 그림 5와 같이 대기사이클 고려 버스중재방

식의 경우 설정된 대기사이클 이상이 될 경우 최대 우

선순위를 줌으로, 마스터의 우선순위와 무관하여 일정

량의 데이터 전송량을 확보해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SoC 시스템에서 비록 우선순위가 낮은 주변장치

의 저속도 마스터라 하더라도 일정 주기별로 마스터의 

버스 사용권을 확보해 주어 보다 효율적인 SoC 시스템

이 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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