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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TB는 transparent bridge와 공통 으로 독립 인 PCI bus(PCI 는 PCI Express bus)에 해서 데이터 

송 경로(path)를 제공한다는 에서 기능 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NTB와 transparent bridge 간의 가

장 큰 차이 은 NTB가 사용될 경우에 bridge의 하향부분(downstream side)에 치한 장치들은 상향부분

(upstream side)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이는 bridge의 하향부분(downstream side)에 치한 인텔

리 트(intelligent)한 제어기( 를들면 CPU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자신의 downstream side에 치하는 

서 시스템 내 각종 장치들을 독립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이다.
  NTB는 한 첫 번째 호스트(primary host)의 PCI bus로 구성된 서 시스템(subsystem) 계층구조

(hierarchy)에 두 번째 호스트(secondary host)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두 시스템간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두 시스템을 서로 격리시키는 효과도 발생한다. 즉, NTB는 일반 으로 도어벨

(doorbell)을 통해서 bridge의 다른 편에 치한 장치에 해서 인터럽트를 보낼 수 있으며, 한, 
scratchpad 지스터를 보유하고 있어 bridge의 양측에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할 수 있다.

1. 서론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는 시스템에서 

주변장치 컴포 트들을 구조화되고 제어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표 이다. 그림 1은 

PCI Express 인터페이스의 기본 구조를 보여 다. PCI 

Express Physical Layer에서 PCI 단자 체를 Link라 

할 때, 직렬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본 단 을 Lane으로 명

명한다. PCI Express x1, x4, x8, x16을 구분하는 척도가 

바로 Lane의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1 PCI Express Basics, (출처 - Ravi Budruk, 

PCI-SIG)

이와 같이 PCI Express x1 card는 pin 18 (Lane 0), PCI 

Express x4 card는 pin 32 (Lane 0~3), PCI Express x8 

card는 pin 49 (Lane 0~7), PCI Express x16 card는 pin 

82(Lane 0~15)까지로 구성된다. 

그림 2 PCI bus 계층 구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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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PCI 기반 시스템의 논리  구조도이다. PCI 

버스와 PCI-PCI bridge 는 시스템 컴포 트들을 상호 연

결한다. CPU는 PCI bus 0과 연결되며, primary PCI 버스

는 video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한, 특별한 형태의 PCI 

장치로서, PCI-PCI bridge는 primary bus를 secondary 

PCI bus (PCI bus 1)와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PCI 스펙

에서는 PCI bus 1은 PCI-PCI bridge의 downstream으로 

기술하며, PCI bus 0은 PCI-PCI bridge의 upstream으로 

기술한다. 그림 2에서 secondary PCI bus에 연결되는 장

치는 SCSI 디스크와 이더넷 네트워크 장치이다. 물리 으

로 리지(bridge)는 secondary PCI bus와 두 개의 장치

(SCIC와 이더넷)은 모두 같은 PCI card combination에 해

당한다. PCI-ISA bridge는 과거 구시 에 사용하더 ISA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한 용도로 사용하며, Super I/O 

controller라고 표시된 것은 과거 키보드와 마우스 로피 

디스크 드라이  등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2. PCI Non-Transparent Bridge (NTB)

2.1 PCI 주소공간(address space)

CPU와 PCI 장치는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는 경우에 이에 

근할 필요가 있다. 메모리는 PCI 장치를 제어하기 해

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사용되며, 메모리와 PCI 

장치간에서 상호 정보를 달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으로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는 해당 장치에 한 제어 

 상태 지스터를 포함한다. 이들 지스터들은 장치를 

제어하고 그 상태를 읽어들이는 목 으로 사용된다. 를

들어, PCI SCSI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 SCSI 장치가 

SCSI 디스크에 데이터를 쓸 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상태 지스터 값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는 

SCSI 디스크의 원이 켜진 후 장치의 동작/실행을 시작

시키기 해서 제어 지스터에 데이터를 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PU의 시스템 메모리는 이러한 공유메모리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만약 PCI device가 근하는 경우에는 

CPU는 PCI 장치가 동작을 마칠때까지 정지(stall)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스템의 주변 장치에게 메인 메모리

를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악의 인 사용자 는 잘못 제작

된 장치들에 의해 시스템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주변장치(peripheral device)는 자신의 메모리 공간을 가

진다. CPU는 이러한 공간을 근할 수 있으나, 반 로 주

변장치가 시스템 메모리를 근하는 것은 DMA 채 을 

통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어된다. ISA 장치들은 두가지 주

소공간(ISA I/O, ISA 메모리)을 가지는 반면, PCI는 세가

지 주소공간(PCI I/O, PCI 메모리, PCI Configuration 

Space)을 가진다. 이들 모든 주소공간들은 한 CPU에 

의해서 근가능하며, PCI I/O와 PCI 메모리 주소 공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근가능하고 PCI 

Configuration Space는 운 체제의 PCI 기화 로그램

에 의해서 근가능하다. 

그림 3 PCI Configuration Space 

모든 PCI 슬롯(slot)이 그 PCI configuration header를 가

지며, 그 offset은 해당 PCI board의 슬롯 번호와 연 된

다. 따라서, 보드상의 첫 번째 슬롯에 꽂힌 PCI 카드의 경

우 PCI configuration offset 0을 할당받고, 두 번째 슬롯

에 꽂힌 PCI 카드의 경우 offset 256 (모든 PCI 

configuration header의 길이는 256 바이트의 동일한 길이

를 갖는다)을 할당받는다. PCI configuration header 구조

는 그림 3에 도시하 다. 

  이와 같이, 시스템 기화시에 사 에 정해진 하드웨어 

메카니즘에 의해서 모든 사용가능한 PCI configuration 

header들을 조사하는 code가 실행되어, header의 필드  

한 부분(일반 으로 Vendor Identification field)를 읽어

으로써 올바른 PCI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비어있는 슬롯인 경우에는 Vendor 

Identification field와 Device Identification field 부분에 

0xFFFFFFFF 값을 반환한다. 

2.2. Non-Transparent Bridge(NTB) 정의

본 section에서는 non-transparent bridge (이하 NTB)의 

기본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시작한다. NTB 는 PCI system

에서 인텔리 트 어 터(intelligent adapter)를 지원하기 

한 것이다. 여기서 인텔리 스(intelligence)란, AI수 의 

지능이 아닌, 수동 인 일반 PCI 주변장치(네트워크 NIC 

카드, 사운드 카드 등)가 아니라, CPU가 장착되어 있는 

수 의 독립 으로 연산  장치제어가 가능한 system을 

의미한다. 따라서, 멀티 로세서/클러스터 컴퓨 를 구

하거나 할 때 유용하다. NTB는 PCI enumeration시 사용

되는 탐색 소 트웨어(discovery software)에게 자신이 마

치 PCI 버스상의 endpoint인 것처럼 흉내(masquerading)

냄으로써 인텔리 트(intelligent) 서 시스템을 서로 격리

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해당 bridge를 넘어가는 

transaction에 해서는 양측에 Type 0 CSR header를 보

여 (expose)으로써 PCI 장치 discrovery  forward를 

단시킴과 동시에 주소변환을 통해 결과 으로 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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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통신(interprocessor communication)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4 Type 0와 Type 1의 CSR header 시

  

참고로, CSR Type 1 header에는 bus number와 device 

number를 명시할 수 있는 field가 있는데, 이는 즉 bridge 

건  다른 PCI bus 의 bus number를 명시함으로써 

bridge 넘어에 존재하는 특정 device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CSR Type 0 header는 이러한 

field가 없으므로, 해당 bus segment 내부에서만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transparent bridge는 Type 1 

CSR header를 사용하며, NTB(non-transparent bridge)는 

Type 0 CSR header를 사용한다(그림 4 참조).

그림 5 NTB 와 NTB 연결을 갖는 시스템 토폴로지 (출

처 : IDT AN-724_APN_20090930.PDF)

그림 5 에서와 같이, NTB는 특정 서 시스템에서 PCI 버

스상의 endpoint처럼 동작함으로써, 다른 편에 치한 서

시스템을 상호 격리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TB는 주소변환(address translation)을 통해 

상호간 interprocessor 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필요시 통신할 수 있다. 

2.3. Transparent Bridge 와 Non-Transparent 

Bridge(NTB)의 차이

NTB는 transparent bridge와 공통 으로 독립 인 PCI 

bus(PCI 는 PCI Express bus)에 해서 데이터 송 

경로(path)를 제공한다는 에서 기능 으로 유사하다. 그

러나, NTB와 transparent bridge 간의 가장 큰 차이 은 

NTB가 사용될 경우에 bridge의 하향부분(downstream 

side)에 치한 장치들은 상향부분(upstream side)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이는 bridge의 하향부분

(downstream side)에 치한 인텔리 트(intelligent)한 제

어기( 를들면 CPU를 포함하는 컴퓨터)가 자신의 

downstream side에 치하는 서 시스템 내 각종 장치들

을 독립 으로 리할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PCIe 버

스로 연결된 환경에서도 특정 시스템 호스트에 한 리

를 multi controller 가 아닌 single controller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 이 발생한다. 두 버스 사이의 데이터 송 

경로는 bridge의 하향부분(downstream side)에 치한 장

치들이 버스의 상향부분(upstream side)를 향하여 데이터

를 직 (directly), 인텔리 트 컨트롤러( 를들면 CPU)의 

여 없이, 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트랜잭션

(transaction)은 P2P bridge를 통해 서로 다른 PCI bus 버

스를 통과하는 데 있어 규제받지 않고 forwarding 가능하

다.

  NTB는 한 첫 번째 호스트(primary host)의 PCI bus

로 구성된 서 시스템(subsystem) 계층구조(hierarchy)에 

두 번째 호스트(secondary host)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두 시스템간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반면, 두 

시스템을 서로 격리시키는 효과도 발생한다. 즉, NTB는 

일반 으로 도어벨(doorbell)을 통해서 bridge의 다른 편에 

치한 장치에 해서 인터럽트를 보낼 수 있으며, 한, 

scratchpad 지스터를 보유하고 있어 bridge의 양측에서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할 수 있다. 혹시라도 primary host에 

failure 가 발생하면, NTB는 secondary host에 의해서 시

스템을 재설정하고 primary host의 역할을 임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3. 업체별 NTB기술동향

3.1 Dolphin Interconnect Solutions

Dolphinics는 PCI Express의 성능상의 우수성을 활용하여 

local network을 생성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PCI 

Express의 high throughput과 low latency 장 을 활용하

여 storage 일  데이터의 빠른 데이터 송을 가능하

도록 하며, system offload를 실 한다. 

그림 6 IXS600 Gen3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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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phinics에서는 PCI Express Switch인 IXS600 Gen3 

switch와 PCI Express Adpater card인 PXH812 PCI 

Express Gen3 Host and Target Adapter를 매하고 있

어, 이를 살펴본다.

그림 7 I/O Expansion Interconnect (출처 - dolphinics 

IXS600 PCI Express Gen2 switchi white paper)

그림 8 PXH812 PCI Express Gen3 Host and Target 

Adapter (출처 - dolphinics IXS600 PCI Express Gen2 

switchi white paper)

IXS600 스 치를 반드시 컴퓨터와 연결하는 신, IXS600 

스 치와 PCI Express I/O expansion box를 활용하여 

I/O component의 수를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5

는 IXS600과 7개의 추가 인 I/O expansion box를 연결

한 것으로서, 이들 박스들은 센서/그래픽카드/코 로세서/

비디오캡쳐카드 등 다양한 I/O 장치들을 장착할 수 있다.  

3.2 IDT Interconnect Solutions

IDT사는 그림 9와 같이 PCI Express network (switch, 

bridge, signal integrity, timing 솔루션 등)을 구축하기 

한 extensive product portforlio를 보유하고 있다. 

신호 무결성 제품(Signal Integrity Product) - : 

Retimer, Repeater

스 치(Switch) - 최  64Lane, 24 port 까지 지원하는 

device, 자유로운 port configuration 가능 제품, 최  8

가지 NTB function을 바탕으로 한 multi-root 

application : I/O 확장용 스 치, 시스템 상호연결용 

스 치

리지(Bridges) -  : PCIe to PCI/PCI-X Bridge, 

PCI-X to PCI-X Bridge, PCI to PCI Bridge,

타이  (Timing) 련 부품 -  : clock synthesizer, 

spread spectrum clock generator, PLL zero-delay 

buffer, Jitter attenuators

그림 9 IDT PCI Express 네트워크 제품 포트폴리오 

(http://www.id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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