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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PCIe 스 칭 기술을 이용하면 시스템 내부의 디바이스들의 연결을 넘어 노드간 통신에도 PCIe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기존의 확장 이블이 갖는 물리 인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통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온 보드형 모듈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한 PCIe 어 터카드의 

NTB(Non-Transparent Bridging) 포트를 활용하여 노드간 통신을 수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그림 1) 16배속 PCIe 어 터 카드

1. 서론

PCIe(PCI Express) 스 칭 기술은 단순히 시스템 버스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타 시스템과의 연결도 가능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디바이스간 연결을 한 

시스템 버스 기능과 더불어 시스템 인터커넥트로의 활용

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1]. 그러나 이러

한 연결성을 축종시키기 해서는 기존 확장 이블의 제

약을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 우리는 기

존 연구[2,3,4]처럼 통신을 통해 PCIe 버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고 특히 소형의 온 보드형 

모듈을 활용한 PCIe 어 터 카드를 개발한 바 있다. 이 

어 터 카드를 활용하는 이  연구에서는 PCIe 버스를 확

장하는 경우, 90Gbps 후반의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이 어 터 카드의 NTB(Non-Transparent 

Bridging) 포트를 활용하여 노드간 통신이 수행됨을 검증

하 고 그 성능과 향후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온 보드형 모듈 기반 PCIe 어 터 카드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 1의 PCIe 어 터카드는 다음과 같

은 구성 요소들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되었다. 

2-1. PCIe 스 칭

PCIe 어 터카드의 주요 구성요소인 PCIe 스 칭 칩은 기

존 PCIe 릿지 칩의 발 된 형태로 PCIe 버스 신호의 확

장과 더불어 PCIe 버스 인의 분기, 주소체계 변환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 설정을 변경하여 스 칭 칩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2. NTB 포트

본 연구에 사용된 어 터 카드는 NTB(Non-Transparent 

Bridging) 포트를 가지고 있는 PCIe 스 칭 칩을 탑재하

고 있다. 이 NTB 포트는 두 개의 시스템에 의해서 동일

디바이스가 검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특정 시스템에는 해당 디바이스가 검색되지 않

도록 격리시키는 목 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BAR(Base 

Address Register)를 이용한 주소 변환 기능은 트랜잭션 

송을 가능하게 하 고 메시지 확인용 지스터를 사용

하여 시스템들을 격리시키면서 통신은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NTB 포트는 이후 패 릭 기능을 지원하기 하여 

각 칩 제조사별로 발 하게 되는데 Broadcom(구 PLX)의 

경우에는 TWC(Tunneled Window Connection)를 그 

로 들 수 있다. 

2-3. 온 보드형 모듈

PCIe 버스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주로 구리선 방식의 이

블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블의 굵기나 송거리등에서 

제약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CIe 버스 신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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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드간 통신 역폭

신을 통해 송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고[2,3,4] 본 연구에 

활용된 PCIe 어 터 카드는 일반 은 모듈과는 달리 물

리 인 크기를 소형화한 온 보드형 모듈을 사용하 다. 

이때 온 보드형 모듈은 소형화된 특징으로 인하여 하드

웨어 메인보드 는 어 터 카드의 가장자리가 아닌 다양

한 자리에 치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 실험 환경

앞서 설명한 그림 1의 16배속용 PCIe 어 터 카드 2개를 

그림 2처럼 서로 다른 서버에 장착하고 용 이블로 

연결하 다. 이  하나의 카드는 NTB 포트를 활성화하

는 DIP 스 치를 설정하고 통신을 한 지스터 설정 값

들을 EEPROM에 장하여 NT-Virtual용 엔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한 나머지 카드는 NTB 포트에 

한 설정 없이 연결하여 NT-Link용 엔드 포인트로 사용

하 다.

NT-V

node 0 node 1

NT-L

NTB

(그림 2) 통신 기반 연결 개념도

   시스템간 통신을 해 PCIe 스 칭 칩은 메시지 확인

용 지스터 이외에 DMA 엔진을 제공하며 단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통신 성능을 측정하는데 이 DMA 기능을 활용하 다. 

4. 성능 측정 결과

그림 3은 송 데이터의 크기를 변경하면서 측정한 시스

템간 통신 역폭이다. 폴링 방식에 의한 DMA 상태 확인

의 경우 약 30Gbps이상의 역폭을 보이고 있다. 

  DMA 엔진의 데이터 송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에 따라 성능차가 존재한다. DMA 엔진이 송 완료시 인

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시스템용 로세서의 부하

는 경감시킬 수 있으나 데이터 송 성능은 그만큼 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송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 때

는 DMA 인터럽트 오버헤드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폴링 

방식 때의 역폭 비 21% 수 의 성능을 보 다. 데이

터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 인터럽트 오버헤드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 지만 폴링 방식 비 85% 수 의 

역폭을 보이고 있다. 

5. 결론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PCIe 스 칭 칩과 온 보드형 모듈을 사용

하는 PCIe 어 터 카드를 사용하여 노드 간 통신 성능을 

확인하 다. NTB와 DMA를 활용하는 제약으로 인해 PCIe 

버스를 확장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성능 하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성능임을 감안하면 그 활용도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자체 으로 개발하고 있는 PCIe 기반 통신

라이 러리[6]와 본 PCIe 어 터 카드를 연계하여 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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