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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버스 시스템은 하나의 버스 내에 여러 개의 마스터와 슬 이 , 아비터 그리고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터

는 CPU, DMA, DSP 등과 같은 데이터의 명령을 수행하는 로세서를 말하며, 슬 이 는 SRAM, SDRAM, 지스

터 등과 같이 명령에 응답하는 메모리를 말한다. 한 아비터는 마스터가 동시간 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를 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재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버스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일반 인 재 방식에는 fixed priority 방식, round-robin 방식이 있으며, 이를 개선한 TDMA 방식과 Lottery bus 

방식 등이 재까지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재 방식인 스코어 재 방식을 제안하고 RTL 디자인후 

하이닉스 0.18um 공정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설계 합성하 으며, 일반 인 재방식과 시뮬 이션을 통해 성능

을 비교 분석하 다.

ABSTRACT

Bus system consists of several masters, slaves, arbiter and decoder in a bus. Master means the processor that performs data command like 

CPU, DMA, DSP and slave means the memory that responds the data command like SRAM, SDRAM and register. Furthermore, as multiple 

masters can't use a bus concurrently, arbiter plays an role in bus arbit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selection of arbitration method, bus system 

performance can be changed definitely. Fixed priority and round-robin are used in general arbitration method and TDMA and Lottery bus 

methods are proposed currently as the improved arbitration scheme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score arbitration method and synthesized it 

using Hynix 0.18um technology, after design of RTL. Also we analyze the performance compared with general arbitration methods through 

simulation.

키워드

SoC, 버스 구성, 재 방식, 처리량

Key word

SoC, bus architecture, arbitration policy, Throughput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2434

Ⅰ. 서  론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진보하는 데에는 반

도체 산업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시

의 등장과 함께 텔 비 , 냉장고와 같은 가 에서부터 

노트북, 휴 용 정보기기  스마트 자기기에 한 수

요가 증가하면서 자회로의 임베디드(Embedded) 시스

템화, 소형화, 력화되어 가고 있다. 한 반도체 공

정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여러 다른 기능을 하는 칩들을 

하나에 집 시키는 SoC(System on a Chip) 기술이 각

받고 있다.[1]

SoC 버스 시스템은 IP들 간의 통신 순서와 방법을 

정의하고 제어한다. 그러므로 버스 시스템의 성능이 

SoC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버스 시스템에는 ISA, PCI, MCA 등 여러 종류가 있지

만, 이 에서 ARM 로세서의 AMBA(Advanced 

Microcontroller Bus Architecture) 가 온 칩 통신의 표

이 되고 있다.[2]

AMBA는 AHB(Advanced High-performance Bus), 

ASB(Advanced System Bus) 그리고 APB(Advanced 

Peripheral Bus)가 있으며, AXI(Advance eXtensible 

Interface)가 재 새롭게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 고성

능 버스인 AHB가 성능 향상을 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형 인 AHB는 하나의 단일 버스 내에 여러 개의 마스

터와 슬 이 , 아비터,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터

는 CPU, DMA, DSP 등과 같은 로세서들을 말하며, 슬

이 는 마스터와는 다르게 DRAM, SRAM과 같은 메

모리를 의미한다. 한, 아비터는 여러 개의 마스터가 동

시간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재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재하는 방식에 따라 버스의 효율 인 

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디코더는 

마스터로부터 나오는 어드 스의 상  비트를 가지고 

한 슬 이 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아비터 재 방식에는 fixed priority 방식, 

round-robin 방식, TDMA 방식, Lottery bus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3～8]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방식인 스코

어 재 방식을 제안하고 Verilog로 설계 하고, 하이닉스 

공정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합성  최 주 수를 측

정하 다. 그리고, TLM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재 방식과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  검증하 다. 

Ⅱ. 시뮬 이션  성능분석

효율 인 버스 재 방법을 해서는 마스터의 역

폭, 스타베이션, 고성능,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 등을 고

려해야 한다. 첫 번째 마스터의 역폭의 경우엔 재 해

결 방안으로 fixed priority, TDMA, Lottery 방식 등이 있

다.[9] 이는 각 마스터에게 우선순 를 정해 으로써 

역폭을 조 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타베이션에 한 경

우, 해결 가능한 재 방법으로는 Latency-award bus 

arbitration 방식과 round-robin 방식이 있으며, Latency- 

award arbitration 방식의 경우엔 마스터가 일정한 기시

간을 넘을 경우 그 마스터의 우선순 를 높여 으로써 

스타베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고성능에 한 경

우는 슬 이  이턴시나 버스트 길이에 해 우선순

를 할당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슬 이  

이턴시는 슬 이 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속도

가 빠른 SRAM을 다른 메모리보다 우선순 를 높임으

로써 성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버스트 길이의 경우는 버

스트 길이가 길수록 우선순 를 높여 으로써 각 마스

터의 데이터 처리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이턴시를 

일 수 있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사용자의 특별

한 요구에 해서는 재 데이터 크기(바이트, 워드 등)

에 따라 우선순 를 할당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네 가지 고려사항에 한 각각의 해결책

은 있으나, 모두를 한 번에 해결할 재 방법은 아직까지 

제안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순 를 수화하

고, 합산하여 종합 수에 의해 버스 유권을 부여하는 

스코어 재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1. 스코어 재 방식
Fig. 1 Score arbit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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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는 스코어 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비터 

내부에 각 마스터 당 수를 계산하는 MasterN Score 

Generator 가 있다. 이에 버스요청신호 Req[N] 이 입력되

면, 각 마스터는 해당 마스터의 스코어를 계산한다. 한 

비교기를 통해 수가 높은 마스터에게 버스 유권 

Grant[X] 신호를 다. 


 

 
 

 
    (1)

식 (1)은 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 버스 재 우선순

에 한 체 스코어를 합산하는 방법을 보여 다. 여기

서 STot는 버스 재 우선순 에 한 체 스코어, SSL

는 슬 이  이턴시에 한 스코어, SLL는 장시간 버

스 요청하는 마스터에 한 스코어, SDL는 데이터 길이

에 한 스코어, SSR는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한 스

코어이다.

표 1. 고려사항에 한 수 할당
Table. 1 Score assignment about the consideration 

item.

연번 목록 스코어 할당

1 Master 

Master0 : 6 score 
Master1 : 5 score 
Master2 : 4 score 
Master3 : 2 score 
Master4 : 1 score 
Master5 : 0 score 

2 Starvation 100 cycle 이상 마스터 기시 : 10 score

3 성능

1. 슬 이  이턴시
짧은 슬 이  이턴시 : 4 score

2. Burst length
   16 Burst length :4 score
   8 Burst length : 3 score
   4 Burst length : 2 score
   1 Burst length : 1 score

4 데이터
데이터 크기
   Word : 2 score
   Else  : 0 score

표 1는 스코어 재 방식을 해 실제 용된 각 고려

사항에 한 수의 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마스

터의 역폭을 보면 마스터 Master0의 경우는 6 , 

Master1은 5 , Master2는 4 , Master3은 2 , Master4는 

1 , Master5는 0 으로 총 6개의 마스터에 각각의 수

가 할당되어 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인 스타베이션의 경

우는 버스 요청 사이클이 100이상일 때, 10 이 상승한

다. 세 번째의 경우는 고성능의 경우인데, 이때에는 두 

가지의 기 으로 수가 할당된다. 첫 번째 기 은 슬

이  이턴시이다. 

즉, 짧은 슬 이  이턴시인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의 경우는 4 의 가산 이 부여되며, 그 

외의 슬 이 인 SDRAM, DRAM의 경우는 0 이 부여

된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사용자의 요구로서 데이터 크

기가 워드일 경우엔 2 의 수가 부여된다. 

표 2. 스코어 재 방식의 알고리즘
Table. 2 Algorithm of Score arbitration method.

1: Priority_Score_Arbitration ()
2: {
3: int Priority_Score [master_number];
4: int Master_Score [master_number];
5: int Long_Wait_Score [master_number];
6: int Burst_Score [master_number];
7: int Slave_Score [master_number];
8: int first_req=0;
9: int pre_granted;
10:// Priority Score Calculation
11:for(i=0;i<master_number;i++)
12:{
13:   // Master_Score Assignment
14:   Master_Score[i] = master_number-i;
15:   // Long Wait Score Assignment for Starvation Prevention 
16:   if(request_cycle[i]>=100) Long_Wait_Score[i] = 10;
17:   else Long_Wait_Score[i] = 0;
18:   //Burst Length Score Assignment
19:   if(burst[i]==SINGLE)   Burst_Score[i] = 1;
20:   else if (trans_cycle[i]==4) Burst_Score[i] = 2;
21:   else if (trans_cycle[i]==8) Burst_Score[i] = 3;
22:   else if (trans_cycle[i]==16)Burst_Score[i] = 4;
23:   // Slave Score Assignment
24:   if(slave_type[i]==SDRAM) Slave_Score[i] = 0;
25:   else               Slave_Score[i] = 4;
26:   // Total Score Summation
27:   Priority_Score[i]=Master_Score[i]+Long_Wait_Score[i]+Burst_Score[i]+ 

Slave_Score[i];
28:} //for(i=0;i<master_number;i++)
29:// Bus Grant Decision
30:for(i=0;i<master_number;i++)
31:{
32:   if(req[i])
33:   {
34:      if(first_req!=0) first_req=1;
35:      else           first_req=0;
36:      if(first_req==0) 
37:      {
38: first_req=1;
39: pre_granted=i;
40:      } //if(first_req==0) 
41:      else
42:      {
43:         if(Priority_Score[pre_granted]<Priority_Score[i]) pre_granted=i;
44:      } // else
45:   } //if(req[i])
46:} //for(i=0;i<master_number;i++)
47:// Bus Grant Assignment
48:granted[pre_granted]=TRUE;
49:} //Priority_Score_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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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 우선순 의 기 을 고려하

여 표1와 같은 수할당으로 성능을 분석하 으나, 시스

템이나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수 가 치를 변경할 수 

있다.

표 2은 이 에서 논한 스코어 재 방식의 알고리즘

을 보이고 있다.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조건은 표 1의 기

을 용하 다. 각각의 마스터에 따른 우선순 는 변

수 Master_Score[master]에 할당되었고, 스타베이션 방

지를 해 100 사이클 동안 버스 유를 받지 못한 마스

터에게 변수 Long_Wait_Score[master]에 10 을 할당하

다. 한 버스트 크기에 따라 버스트 수 Burst_Score 

[master]를 할당하 다.  한 슬 이 의 종류(SDRAM, 

SRAM, 지스터)에 따라 슬 이  수 Slave_Score 

[master]를 할당하 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를 합산

하여 변수 Priority_Score[master]에 최종 수를 할당

하 다. 

그림 2. 스코어 재 방식의 타이  다이어그램
Fig. 2 The timing diagram of Score arbitration 

method.

아비터는 체 수인 Priority_Score[master] 크기를 비

교하여 버스 허가 신호 grant[master]를 해당 마스터에게 주

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스터가 선택되어진다.

그림 2는 스코어 재 방식의 타이  다이어그램이

며, Priority_score의 수값은 임의의 값으로 표기하여 

버스 유를 받는 를 표 하 다. 시간 3에서 마스터3

에 의해 요청된 Req[3] 신호에 의해 Grant[3] 신호가 할

당된다. 

이 경우 마스터3만 버스요청을 하 으므로 스코어와 

무 하게 Grant[3] 신호가 할당되었다. 그러나 시간 7에

서 마스터 0과 마스터2가 동시간 에 버스 요청을 하

으며, 각각의 스코어는 10과 12 이다. 이 경우에는 스코

어가 큰 마스터2가 버스 허가 신호를 먼  받고, 마스터2

가 처리 완료된 후, 마스터1에 버스 허가 신호가 할당된

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버스 유권을 으로써, 여러 

가지 요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재 방식을 제안

한다.

표 3. 마스터에 따른 버스트길이, 슬 이  타입 설정
Table. 3 Burst length and slave type due to each 

master.

No. Master Burst Length[cycle] Slave Type

1 Master0
Single(1), Burst(4, 8, 16)

(Using random function)

SDRAM, SRAM

(Using random function)

2 Master1 16 SDRAM

3 Master2 16 SRAM

4 Master3
Single(1), Burst(4, 8, 16)

(Using random function)

SDRAM, SRAM

(Using random function)

5 Master4 1 SDRAM

6 Master5 16 SRAM

일반 으로 각각의 마스터가 송하는 버스트 길이

와 슬 이 는 미리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검증 

시뮬 이션을 해 각각의 마스터가 송하는 버스트 

길이와 슬 이  타입을 표 3과 같이 설정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를 들어 마스터 2의 경우는 버스

트 길이가 16이며, 슬 이  타입은 SRAM이기 때문에, 

버스트 길이 수 4 과 슬 이  타입 수 4 을 합하

여 스코어는 8 의 가산 이 부여되는 것이다. 

한 최종 사이클(Final_Cycle)은 충분히 긴 시간인 

10,000,000 사이클로 하여 정확도를 높 으며, 마스터에

서 발생시키는 데이터 트랜잭션 사이의 간격은 평균값

을 20으로 하 고 랜덤함수로 0-40까지의 값이 발생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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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각각의 재 방식에 따른 데이터 송량을 

보여주고 있다. Fixed priority 방식의 경우는 마스터 

M0의 우선순 가 마스터 M1보다 높음에도 데이터 

송량은 마스터 M1과 M2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마

스터의 버스트 길이가 마스터 M1, M2가 마스터 M0보

다 크기 때문에 실질 인 데이터 송량이 많은 이유

이다. 

특히, 제안한 스코어 재 방식의 경우는 마스터 M2

가 상 으로 데이터 송량이 많다. 이는 마스터 M2

의 조건  슬 이  타입이 SRAM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SRAM에 큰 수가 할당되었기 때문이다. 한 이 

부분에서  체 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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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방식에 따른 데이터 송량
Fig. 3 Data transaction due to arbitration methods.

결국, 일반 인 재방식인 fixed priority 방식과 

round-robin 방식 그리고 TDMA 방식의 략 인 데이터 

송량은 7,100,000-7,700,000 사이클이었으나 우리가 

제안한 스코어 재 방식의 경우는 약 8,150,000사이클

이었다. 결국, 스코어 재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약 

6-12%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스코어 버스 재 블록 합성 네트리스트
Fig. 4 Synthesis netlist of score bus arbitrtaion block.

표 4. 최  주 수와 게이트 카운트
Table. 4 Max frequency and gate count.

버스 재방식 최 주 수 게이트 카운트

Fixed Priority 862MHz 157.56

Round-Robin 847MHz 210.10

TDMA 862MHz 259.62

SCOREBUS

(proposed)
847MHz 1004.37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스코어 재방식의 타이  마

진과 디자인 오버해드를 악하기 해서, Verilog RTL 

설계를 수행하고, 하이닉스 0.18um 공정기술을 맵핑하

여 Synopsys Design Compiler로 합성하 다. 그 결과 합

성 네트리스트는 그림 4와 같으며, 각각의 버스 재방식

에 따른 최 주 수는 표 4에서 보듯이 최 주 수의 차

이는 847MHz에서 862MHz로 미미한 수 이었다. 그리

고, 디자인 오버해드를 의미하는 게이트 카운트의 경우, 

스코어 재방식이 새로운 scheme이 추가되어 1000 개 

정도 되었으나, 실제 칩크기 증가는 무시할 정도 수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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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TLM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새로

운 재방식인 스코어 재 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

석하 다. 스코어 재 방식은 다른 재 방식과는 다르

게 각각의 마스터의 우선순 를 나  때, 필요한 기 들

을 수로 할당하여 우선순 를 구분하 고, 한 우선

순 가 수 할당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게 구성하

다. 결국 스코어 재 방식의 장 은 fixed priority 방식

에서 문제시 되는 스타베이션을 극복하 고, 한 약 

6-12%의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는 본 스코어 

재 방식이 버스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의 다른 재 방식보다 앞서고 있음을 말해 다. 마지막

으로 스코어 재방식을 설계하여 최 주 수와 칩사

이즈를 측정하 는데, 다른 버스 재 방식과 비교하여 

주 수 감소와 칩크기 증가는 무시할 수 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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