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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속화

 

를 위하여 요구되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제

안된 한 해결책이

 

비동기 전송 모드

 

으로

 

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우수한 방법이 되지만 사

무실이나 가정의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에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기에

 

과 충분히 유사한 패킷 구조를 가지고 있

어

 

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디바이스 접속 기술이 될 수 있는

 

고성능 직렬 버스가 컴퓨터

와 전문가 및 일반인용 전자 제품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본 고에서는

확장성이 있는 구조 및 유연한

 

토폴로지에 의해 컴퓨터와 하드 드라이버로부터 디지털 오디

오 및 비디오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각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이상적인 디지털 접속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고속 직렬 버스의 특징과 기술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기술 개발에 활용하

고자 한다

 

서 론

최근에당신의컴퓨터뒷면을보았는가 처음

에는 프린터를 연결하기 위한 병렬 포트 모뎀을

연결하기 위한 직렬 포트 및 디스플레이 키보드

와 마우스를 위한 케이블 등 간단하 다 는

외장의 기억장치에 대한 액세스 커다란 케이블

커넥터 의매뉴얼세트및터미네이터등

을 추가하 다 멀티미디어는 오디오 및 커

넥터를추가하 고 비디오는비디오카메라혹은

레코더로부터 상 입력을 위한 케이블을 추가하

다 그 외에도 커넥터를 위한 많은 공간이 요구

됨에따라많은케이블들이점점사용자들을압도

하고있다 이에더많고더사용하기편한주변장

치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인터페이스들

이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인터페이스는완전한디지털환경으로

이주해가고있는아날로그환경에의해더욱필요

하게되었다 오디오는컴팩트디스크와디지털오

디오테이프를사용한전송을시작하 다 아직까

지미디어를통하여데이터가전송될때데이터는

우선발신기에의해아날로그로변환되고다시수

신기에 의해 디지털화된다 방송과 케이블 도

디지털 전송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비디

오 카메라는 이미 디지털 디바이스이다 디지털

디바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발생시킨다 특



 

고성능 직렬접속 프로토콜

 

의 표준화

 

그림

 

직렬 및 병렬 통신 버스

히 고 해상도 고품질의 데이터가 요구될 때는 데

이터양이더많아진다 또한 현존하는버스인터

페이스 해결책으로는 미래의 시스템이 필요로 하

는 많은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예를 들

면멀티미디어접속과같은떠오르는응용분야는

더빠른데이터전송속도 더낮은가격의접속케

이블 및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

력등을필요로할것이다 또다른잠재적인필요

사항으로는 신뢰성 및 내구성 더 작은 연결 장치

및 보편적인 상호 연결 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

고성능 직렬 버스는 지금 가전 및

전문 전자 제품 통신 및 컴퓨터를 위한 디지

털 데이터의 전송 역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

는 미국전기전자학회 및 미국국가표준협

회 버스 접속표준이다 는소비

재시장 컴퓨터시장 및통신시장을상호연결해

주고 새로운디지털 정보하이웨이 를수용하는

중요한 접속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준은 고

성능 병렬 버스를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전송률

을 제공하는 반면 낮은 시스템 가격으로 설계된

진보된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구동되는 직렬 버

스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특히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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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다른 차세대 망 토폴로지 및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대량 정보 전송에 대한 필요성이 급

속히 증가함에 따라 가동되었다 대표적인

및 은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연결성을 제공

할 수 없으며 응용을 위한 보장

된대역폭을쉽게지원하지도못한다 추가로

같은병렬고속통신은장거리통신에적합하지

못하며 라이브 연결 분리를 지원하지 못하여 망

구성시 시간이 소비되게 만든다 그림 에 몇가

지 통신 기술의 상대적인 성능 및 직렬과 병렬 통

신해결책에대한 이비교되었다 분명히

표에서 보듯이 대역폭이 와 관련된

많은통신표준보다훨씬초과하고있으며

및광채널에유리하게비교됨을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 고속화

를 위하여 요구되는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 제안된 한 해결책이 비동

기전송모드 으로 은미래의공중교환시스

템이며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우수한 방법이 되

지만 사무실이나 가정의 모든 디바이스를 연결하

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따라서 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홈

네트워크사이에중개역을하기에 과충분히

유사한 패킷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을 위한 상

호보완적인디바이스접속기술이될수있다 그

리하여 를 네트워크를 위한 로컬

커넥션이 되도록 설계함으로써 는 정

보 고속화 네트워크의 처음 피트 및 나머지

피트 역의 접속 표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상호 연결

하는 저가격의 고속 데이터 전송 방법을 제공하

여 미래의 디지털 정보 하이웨이의 접속 기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고성능 직렬 버

스의 구조 및 케이블 접속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고 그간의진행과정과향후전망에대하여검토

해보고자 한다

 

구조

직렬 버스는

및 에서동작하는저가격의고속버스표

준으로 먼저 전체적인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접속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

환할 필요가없고 데이터충실도의 손실을 견

뎌낼 필요가 없다

소형 데이터는직렬로전송되므로폭이넓고

값비싼 다중도체 케이블 및 커넥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사용 용이 터미네이터 디바이스 가 필요

없거나 혹은 힘들여 세트 업할 필요가 없다

버스가 액티브한 상태에서 노

드에 디바이스를 자유로이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저비용 데이터체인의모든중간유니트에서

적은 버퍼링을허용함으로 적은수의 버퍼 사

용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확장가능한 구조 하나의 버스상에

및 디바이스를혼합사용할수있다

유연한 토폴로지 실제의 통신을

위한 데이지 체인 연결 및 분기 연결이 지원

된다



 

고성능 직렬접속 프로토콜

 

의 표준화

 

그림

 

직렬 버스의 물리적인 토폴로지

고속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시간

전달 을 위한 대역폭이

보장된다

비 소유권 모든 제품에 대하여 표준을

적용하는 데 특허권 문제가 없다

고성능직렬버스는다음과같은데

이터통신환경하의어떤응용에라도사용될수있

게 설계 되었다

휴대형 및 데스크탑 등 컴퓨터 제품

세트 탑 박스 캠코더 및 디지털 와

같은 소비재 전자 제품

디지털카메라및스테레오 비디오장치와같

은 멀티미디어 제품

프린터 및 스캐너 같은 전자 출판용 제품

하드디스크드라이버와 같은데이터

저장 및 검색용 제품

토폴로지

직렬 버스의 물리적인 토폴로지는

그림 에 보여진 것과 같이 두 분야로 나누어진

다 첫째분야는백플레인환경으로써다른백플레

인 버스 표준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의 다른 버전

들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케이블 환경으로

표준 문서로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다 상호

연결되는 노드들은 어느 환경에서든 어떠한 제약

이 없이 두 환경 모두에서 어느 조합으로든 존재

할 수 있다 그림 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

는 버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버스 브리지는 서

로 다른 환경하에 있는 버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CPUI/Omemory

nodes

nodes

ports
Serial bus (cable environment)

bridge

bridge

Parallel bus

Parallel bus

Serial bus (backplane environment)

Serial bus (backplane environment)

CPU

CPU I/OI/OI/OI/Omemory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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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가 케이블 환경

케이블 환경을 위한 물리적 토폴로지는 노드

로 불리는 임의의 두 디바이스 사이에 가질 수 있

는케이블 의수및케이블 의길이에대한

제약만을 갖는 비 주기성 즉 루프가 없는 네트

워크이다 케이블은 다른 노드들상의 포트를 연

결하기 위한 개의 신호용 차폐 쌍꼬임

케이블및한쌍의전원 접지케이블로구성

되어 있다 이들 케이블은 노드 상의 포트에 연결

되고 각 포트는 터미네이터 트랜시버 및 간단한

로직으로구성되어있다 케이블과포트는하나의

논리 버스를 시뮬레이트하기 위하여 노드들 사이

에서 버스 중계기로 동작한다

각 노드는 계속해서 버스 신호를 중계하여

야 하므로 노드의 국부 전원이 오프되어도

케이블내의분리된전원 접지선은각노드

의 물리 계층이 동작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준

다 따라서 적은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디바이스

에 대해서는 외부 전원의 공급없이 케

이블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백플레인 환경

케이블환경에추가로디바이스에내부적으로

직렬 버스를 확장하기 위한 백플레인 환경이 있

다 내부 직렬버스는단독으로사용될수있

거나 혹은 다른 백플레인 버스에 합병될 수 있는

분지식 버스로 개의단일종단

도체로구성된다 버스를따라분산되어있

는커넥터들이노드에버스를삽입할수있도록해

주며연결 논리가모든노드들이버스의일부

가 되도록 해준다 백플레인 환경하에서 직렬 버

스는장치내의표준병렬버스를수반하며 이환

경하에서직렬버스는여러가지 및 버

스표준에의해직렬버스를위하여할당되어있는

핀을 이용하여 백플레인으로 부터 각 물리적인

디바이스로 확장된다 직렬 버스 신호를 위한 드

라이버와 수신기는 을사용하는

을 사용하는 을 사용하는 및

등과 같은 적당한 병렬 버스 표준에 의하여

설정된 관례를 따른다 또한 전원과 접지는 병렬

버스를 위한 규정에 따라 분배된다

프로토콜

가 프로토콜 계층

는 그림 에 보인 것과 같이 물리

계층 링크 계층 및 트랜잭션 계층 등 개의

프로토콜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개

의 계층들은 모두 직렬 버스 관리기에 연결되어

있다 물리 계층은 커넥터가 상호 연결되고

다른 계층들에는 응용분야가 연결된다

트랜잭션계층은읽기 쓰기 고정동작의

구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버스 트랜잭션

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 응답 프로토콜을 정의한

다 쓰기는 발생기로부터 수신기로 데이터를 보

내고 읽기는 발생기로 데이터를 되돌려 보낸다

고정은 수신기에 의한 처리를 포함하는 발신기와

수신기사이의데이터의왕복경로지정을생성함

으로써 쓰기와 읽기 명령어의 기능을 결합한다

버스는 각 번지의 상위 비트가 노

드 를나타내는 비트고정번지지정을위한

구조를따른다 이것은 노드까지의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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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토콜 스택

공간을 제공한다 게다가 버스의 노드 는

버스 를 규정하는 상위 비트와 물리적 를

규정하는 하위 비트의 개의 필드로 나누어진

다

링크계층은반 이중 데이터패킷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패킷 전송 및 수신을 위

한 번지 지정 데이터 검사 및 데이터 구성 등을

제공한다 또한 링크 계층은 타이밍과 동기를 위

해사용된 싸이클 신호의발생을포함하여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등시 데이터 전송 서

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패킷을 전달하는 과정

을 이라 부르며 직렬 버스

의 링크 계층에는 비동기 및 등시의 가지 형태

의부 동작이있다 비동기부 동작은데이터의가

변량 및 트랜잭션 계층 정보의 몇 바이트를 명시

된 번지에 전송하고 인식을 되돌려 보낸다 등시

부 동작혹은 채널 은데이터의가변량을간략화

된 번지 지정 및 무인식으로 정규 간격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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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비동기 전송

 

그림

 

등시 전송

한다 부 동작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중재 시퀀스 패킷 전송을 원하는 노드는 물

리계층이버스의제어를받도록요구하며 만

약노드가 이미버스를 제어하고 있으면물리

계층은 즉시 응답한다

데이터 패킷 전송 비동기 부 동작을 위하여

소스 노드는 데이터 전치 신호 소스와 목적

지 노드의 번지 트랜잭션 코드 트랜잭션 라

벨 재시도 코드 하나 혹은 개의 순환 유

도 검사 및 패킷 종단 등을 보낸다 등

시 부 동작은 소스 혹은 목적지 번지 보다는

오히려 짧은 채널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잭션라벨 혹은재시도코드를 가지고있

지 않다

인식 유일하게 번지가 지정된 목적지는 패킷

수신기에 의해 취해진 동작을 나타내는 코드

를 되돌려 보낸다 등시 패킷과 비동기 방송

패킷은 인식을 갖지 않는다 인식은 또한 데

이터 전치에의해 뒤따르며다른 데이터전치

혹은 데이터 종료에 의해 종단된다

모든 비동기 부 동작은 그림 에 보여진 것

과 같이 이라 불리우는 휴지 버스

구간에 의해 분리되며 비슷하게 등시 부 동작도

그림 처럼 에 의해 분리된다 패킷

전송과 인식 수신 사이에는 이 있으며

이 갭의 최대 길이는 인식이 수신되기 전에 버

스 상의 다른 노드들이 중재를 시작하지 못하도

록 부 동작 갭보다 충분히 짧다

물리계층은데이터비트의전송및수신 중재

및 디바이스와 케이블사이

의 전기적인 연결 및 기계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가지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케이블 및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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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인 환경은 서로 다른 물리 계층을 가지고 있

지만 두 물리 계층은 데이터 비트를 위한 데이

터 스트로브 부호화및버스에정확한액세스보

장을위한간단한방법등의 가지기본개념을공

유하고 있다

물리 계층에서의 데이터 비트 전송 및 수신은

패킷 전송을 하는 동안 버스 상에 전송되는 노드

는 한개만이 존재하여 전체 매체는 와

두 신호를 사용하는 반 이중 모드로 동작할 수 있

다 데이터는 상에 전송되며 개의 연

속적인 데이터비트가똑같을때에는 신

호에 의해 수반된다 각각의 데이터 비트를 위하

여 나 상 어느 쪽이든 전이가 발생하도

록 상태를 변경하는 각 비트 주기를 전이하는 클

럭은 그림 에서 처럼 를 갖는 의 배타

적 논리합 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이 전

송 코드의 사용을 위한 주된 근본적인 이유는 직

렬 버스를 통하여 전송되는 정보의 스큐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드는 와 상

에 발생하는 전이가 주기마다 거의 한 비트가 되

도록 보장한다

물리 계층에서 정규의 케이블 및 백플레인 중

재 방법은 중재 기간의 끝에서 단지 한 노드만이

전송되도록보장한다 이방법은백플레인환경에

서는 가장 높은 중재 수를 갖는 노드가 케이블 환

경에서는 루 트에 가장 가까운 노드가 항상 우선

한다는 엄격한 우선 순위 액세스를 제공한다 또

한 직렬 버스를 위한 정규의 비동기 중재는 경쟁

노드사이에액세스기회를균등하게배분하는간

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케이블물리계층은물리적연결의점 대 점링

크에 의해 연결되는 노드들의 네트워크로 물리적

 

그림

 

데이터

 

스트로브 부호화

연결은 각 노드의 상의 포트와 그들 사이의

케이블로구성된다 케이블 는논리적으로케

이블 매체 접속을 제공하는 포트 버스에 대한 액

세스를 제공하는 중재 로직 데이터 비트가 부호

화된데이터 스트로브를수신하여로컬클럭에대

한동기화된데이터비트를발생시키는재동기장

치 노드에 의해 전송되는 데이터나 재동기 장치

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를 취하여 그것을 데이터

스트로브 포맷으로 부호화하는 부호기로 구성된

다

백플레인 물리 계층은 분지식 버스 환경으

로 방송 버스상의 모든 노드들 사이에 공유되는

와 의 두 신호가 있다 일반적으로 버스

의 파라미터들은 적합한 전송 특성이 보장되도록

엄격하게 제어된다 백플레인 환경은 토폴로지가

방송 버스로서 고정되고 물리적인 번지들이 호스

트 백플레인에 의해 지정되므로 케이블 환경에서

처럼 초기화가 필요없이 노드들이 통신할 수 있

는 기계적 접속 및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진다 백

플레인매체접속은노드를버스에삽입하기위한

1   0   1   1   0   0   0   1

Data

Strb

Data xor Strb
(de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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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따라분산되어있는커넥터와백플레인상

의 개의 단일 종단 도체 선로로 구성되며 물리

적인 매체상의 신호 전송 및 수신을 위한 트랜시

버를 가지고 있다

그림 은 물리 계층 링크 계층 트랜잭션 계

층 직렬 버스 관리 계층 및 동일 노드에서의 애

플리케이션 요소 등 직렬 버스 노드 내에 위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체 사이의 관계를 그래

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직렬 버스 관리 계층은

중재타이밍을최적화하여직렬버스의전체형상

제어 및 버스 상의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적합한

전기적인 전원을 보장하는 등의 버스 관리 등시

채널 의 할당 등의 등시 자원 관리 디바

이스에 대한 싸이클 마스터 할당 및 에러에 대한

기본적인 통지 등의 노드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중 노드 제어만이 능동 링크 및 트랜잭션 계

층을 갖는 모든 노드에서 일어나며 적어도 하나

의 등시 자원 관리기 케이블 노드가 등시 트래픽

이 존재하는 직렬 버스에 요구된다 노드 제어기

는 모든 직렬 버스 노드에 의해 요구되는 을

이행하고물리계층 링크계층 트랜잭션계층및

임의의애플리케이션과통신한다 케이블환경하

에서 등시 자원 관리기는 직렬 버스 관리 계층의

일부분으로정돈된등시동작을위해요구된등시

자원 채널 및 대역폭을 배분하고 모으기 위하여

직렬 버스 노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백플레인 환경 내에서는 등시 자원 관리

가 필요 없으며 단지 기본 서비스만이 노드 제어

기에의해제공된다 또한 직렬버스관리서비스

는 직렬 버스 관리 계층과 동일 노드에서 실행하

는 애플리케이션과의 접속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나 데이터 전송

직렬버스에서의데이터전송방법

은비동기모드와등시모드 가지의방법이있다

대부분의 디바이스는 두 모드를 사용할 것이지만

필수적으로요구되는것은아니다 비동기모드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많은 데이터 전송 프로토

콜과 유사한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데이터가 전

송되면 발신측은 데이터가 적합하게 수신되었는

지 아닌지를 수신측으로부터의 인식 을 기

다린다 만약 데이터가 부적합하게 수신되었거나

이 가되돌아오지않는다면에러가발생한것

으로 발신측은 원래의 데이터를 재전송하여야만

하거나 에러 회복 과정을 시작해야만 한다 실질

적인 실행에 있어서 발신측은 다중 데이터를 전

송하고관련된인식의트랙을유지하기위하여큐

잉 처리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비동기 모드는 인

식 처리가 만족할 때만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타

이밍은예측할수없으므로데이터전송타이밍은

다소랜덤하여그이름을비동기모드 불균일모

드라 부른다

등시 모드는 시간적으로 균일함을 의미한다

발신 디바이스는 초당 특정 비트수 대역폭 를 전

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선 이 대역

폭에대하여버스상의다른디바이스와협상한다

일단보장이되면대역폭은발신디바이스에귀속

되고 어떤 디바이스도 그것에 대하여 다툴 수 없

다 발신 디바이스는 그것의 대역폭 몫을 채우고

있는 균일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의 패킷을 전

송한다 이 과정은 버스상의 다른 디바이스로부

터의 인식이나 논쟁 요구를 위하여 버스가 기다

리는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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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케이블 토폴로지

적이다 그리하여 등시 데이터의 수신은 수신측

디바이스가 최소한의 버퍼링을 갖고서 즉시 데이

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등시 모드야말

로 사실상 기술을 매우 휼륭하게 만드

는 요소이다 비동기 모드는 이미 이 데이터 전송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디바이스와의 통신

은 물론 예를 들면 카메라를 킨다거나 최대 줌

으로 보내는 명령과 제어 신호를 위해 사용된다

등시 모드는 종종 특별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

송할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

용된다 일반적으로 각 디바이스는 버스 대역폭

의 를 요구할 수 있게끔 허용되지 않으므로

등시 전송에 대하여 단일 디바이스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버스 대역폭은 거의 까지이며 버

스상의모든디바이스는버스대역폭의거의

이상을 취할 수 없다 나머지 대역폭은 비동기 데

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케이블

맨 처음으로 아마 유일하게 사용자들이

직렬 버스 제품을 접하게 되는 것은 플러그

*“ acyclic” topology
  because there are no loop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Serial
bus

Physical
Connection #1

Physical
Connection #2

Physical
Connection #3

Physical
Connection #4

Physical
Connection #5

Physical
Connec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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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케이블 구조

와 케이블일 것이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커넥터

및 케이블링 체계는 규격에 기초를 두

고 있으며 케이블 어셈블리는 소형의 내구성이

있는 커넥터로 구성된다 플러그와 소켓은 사용

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으며 커넥터 돌출부와 소

켓 개구의 형상은 뚜렷하게 식별이 가능한 입체

감을 가지고 있고 전기적인 접점이 커넥터 구조

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커넥터 삽입시 잘못 삽

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매우 쉽게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한 충격 및 사용자의

손에 의한 접점의 오염 등이 방지되도록 되어 있

다 이러한 커넥터 체계는 닌텐토 게임보이에 사

용되었던 커넥터로부터 진화하 다

상호 연결 체계는 각 데이터의 사

용이 노드가 데이터를 중재하고 전송하거나 혹은

수신하는가에따라다른차동신호쌍

및 을갖는노드들사이에점 대 점의

물리적인 연결을 사용한다 각 물리적인 연결은

각 노드에 있는 포트와 그들 사이의 케이블로 구

성되며 그림 에보여진것과같이분기및데이

Tape: metal outside (toward braid)
Tape: metal outside (toward braid)

Signal pair #1: red & green

Power wire #1: whitePower wire #2: black

Signal pair #2: blue & orangePower wires: 22 AWG / 1.20 Dia insulation (2 singles)

Single pairs: 60 - 65% braided shield over foil shield (2 pairs)
Single twisted-pair wires: 28 AWG / 1.0 Dia insulation,
                                          

Outer shield: 90 - 95% braided overall shield

Outer jacket: 0.70 - 0.90 thick PVC jacket

6.1 Dia typ.



 

고성능 직렬접속 프로토콜

 

의 표준화

 

그림

 

케이블 어셈블리

지 체인 연결이 가능하다

는모든디바이스가동일한전송

역을공유하고있는버스로장치의특정부분에대

한 모든 디지털 신호가 동일 케이블로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니트에 대해서도 단지

하나의 연결만이 요구된다 따라서 에

는 입출력 방향 혹은 상 하향 방향이 없으므로

케이블의 각 끝 단에 있는 커넥터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소켓

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다 또한 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은 자동 구성 및 관리 기능에 의

해 직렬버스초기화동안에노드 가

자동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의의 형

상을바꿀필요가없다 또 어느특정디바이스도

중앙제어기또는버스관리기로제공되거나할당

될 필요가 없다

케이블의 구성은 그림 에 주어

진 것과 같이 개의 구리선으로 구성된다 즉 전

원 접지 연결을 위한 개의 케이블과 신호 전송

을 위한 개의 신호용 차폐 쌍꼬임 케이블로 묶

여있다 케이블매체내의각신호용쌍꼬임케이

블은 차폐되어 있으며 전체 케이블 매체 또한 차

폐되어 있다 전원선의 전류 용량은 암페어로

에서 사이의전압을운반하며 직렬버스

토폴로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디바이

1 3 5

2 4 6

White
Red

Orange

BlueGreen
Black Galvanic contact

White
Red

Orange

Blue
Green

Black
Pin no.

1
2
3
4
5
6

Signal
VP
VG
TPB*
TPB
TPA*
TPA

Length 4.5 m max.

End "A" End "B"Plug (both ends identical) Cable material

1 3 5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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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직렬 버스의

 

특성

스의 전원이 다운되거나 혹은 오동작을 할 때에

도 디바이스의 물리 계층 연속을 지속하기 위하

여 버스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에 디바

이스의 상태에 관계없이 전원을 공급한다 또한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디바이스에대해서는별도

의외부전원공급없이 케이블어셈블리

상의전원선만으로필요한전력을공급할수있다

케이블 어셈블리는 케이블에 연결된 개의 동

일플러그커넥터로구성되며 케이블어셈블리에

서 커넥터 핀은 그림 에서처럼 종단된다 신호

쌍에대한개별차폐는플러그의 핀에연결되

며 외부 차폐는 플러그 차폐 셸에 대하여 확실하

게 저 임피던스 접속으로 연결된다

토폴로지의주요특징으로다중마

스터 능력 라이브 연결 분리 능력

상호 연결 케이블링에서 커넥터 공급자에 관계없

이 연결되는 호환성 및 노드가 직렬 체인에 직접

추가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노드 번지 할당 등

이있다 또한 각노드는트리토폴로지를형성할

수 있도록 중계기로도 작용한다 의 고

속전송특성에의해노드혹은 사이의케이블

어셈블리의 길이는 미터로 제한되며 체인에

서 의최대갯수는 개까지로전체체인에서

사이의 끝에서 끝까지의 최대 거리는 미터

가된다 각노드간케이블의길이는주로전송신

호의 감쇠 특성에 의해 제한되어 그림 에서처

럼 신호쌍 케이블을 와이어를 사용하면

미터까지의길이를가지며 만약 의와

이어를 사용하면 케이블 어셈블리의 길이를 미

터까지늘릴수있다 따라서가장많은노드를갖

는 체인에서 노드들 사이에 개 혹은 그 이하의

케이블 을 가져야 함으로 끝에서 끝까지의 거

리는 미터에서 미터로 늘어난다

또한 디바이스는버스가완전동작

중이라해도언제든지버스에새로운노드를추가

하거나버스로부터제거될수있다 즉 버스형상

PrinterScannerCD ROM

Mag DiskCPU

“ unsupervised cabling” Direct printing of scanned image

Digitized sound direct playback

Live display of
video image

Digital
Camera

Stereo
Interface



 

고성능 직렬접속 프로토콜

 

의 표준화

 

그림

 

응용분야

이 바뀌자마자 노드 번지가 자동적으로 재할당된

다 이 플러그 앤 플레이 특징은 버스를 재구성할

때 번지 변경의 필요성이나 다른 사용자와의 중

재가 필요없이 온 디맨드 통신을 제공하여 쉽게

디바이스 확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들

이 를 실질적인 그림 의 예와 같은

통신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

 

응용 제품 및 전망

직렬버스의첫번째응용분야는비

디오 편집 디지털 상 기록 및 재생장치 화상

회의 등 디지털 접속 장치로 이것들은

기술의 고속 신호 전송 및 등시 전송 특징이 디지

털 비디오 신호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출현하

게 되었다 따라서 표준에 따르는 실

례의 대부분은 부착형및 분리형 가전비디오

제품들 사이의 상호연결 역에서 보여지고 있으

며 그림 에보여진것과같이 의응

용 분야는 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분야에

널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년 월에

의 규격을 확장하고 전자 통신 시장에

'96

100 400100

Digital
Rec/View

Video Editing

Home Entertainment

Total Multimedia Solutions

Evolving Marketplaces
Multimedia Connectivity

HDTV

Digital VCR

Camcorder

Camera

Hard Disk
Drive

Laptop
Docking
Station

PowerPC

Games

Super I/O

Musical

Set Top
Box

CD ROM

Games

HDD

PC

Home LAN

O/S

Data
Rate
Mb/s

TTM

source; IBM

Digital
Rec/View

‘96

‘9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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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공 기술

특 징 이 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멀티미디어 응용을 위한 이상적인 상호 연결 제공

작고 내구성 있으며 플렉시블한 케이블 및 가격 및 실 면적 절약

케이블 커넥터

보편적인 상호 연결 포트 집적화 및 보드 공간 통합화 제공

통신 구조 호스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주변장치들 서로간에 직접 통신이 가능

구조에 기반을 둠 드라이버 설계를 간단하게 하는 반면 데이터 처리의 효율 증가

케이블을 통한 전원 공급 주변장치에 원격 전원 공급 허용

버스의 다이내믹한 재구성 네트워크에 손상없이 라이브 삽입 및 탈장의 수행 가능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조성

된 에는 가전산업분

야의 소니 미쯔비시 마쯔시타 및 필립스를 비롯

한 국내의 삼성 전자 컴퓨터 산업 분야의 애

플 컴팩 선 마이크로시스템 및 마이

크로소프트사 국내의 대우전자 반도체 산업 분

야의 내셔널 반도체 인텔

및삼성반도체 개발툴및

공급분야의 및 커넥터산업분

야의 몰렉스 사등전세계적으로유

명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기술은 급

속히 발전해가고 있다

무역협회는 가전제품 컴퓨터 및 주변장

치 시장에서 가 실질적으로 상호 적합한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증진을 위해

여러장치들사이의호환성및상호적합성보

장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단말의 특정 응용 계층의 프로필 정의 개발

및 출판

호환성 시험 그룹 조직

시장에서 의 진보에 격려하기 위한 조직

의 활동을 촉진

설계자 및사용자들에 대한교육 서비스제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직렬 버

스 기술의 현재 및 미래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포

럼을 제공하고 있다 표

의 잠정 표준

기술 문서 및 협회 회원들과의 기술 교류에

기반을 둔 제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니

는 및 디지털 캠코더

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버스로서

직렬버스를사용하기시작하여

및 에

기술을적용하 다 또한 소니는

컴퓨터 케이블을 통하여 데이터 명령어 및 제어

신호 전원을공급받는하이볼륨 데

스크 탑디지털카메라를내놓았으며 국내에서는

년 월에 전자가 방식을 적용

한 용 초고속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 다 소

니 캠코더의 초기 성공에 힘입어 다른 제품

들에서 년과 년에 기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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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

용한 신 제품들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

에는 포맷 를 사용하는 텔레비

젼을 위한 데스크 탑 카메라 및

프린터 같은 가 있다

는 호스트 컴퓨터에 카메라를 접속하고 노

트 북 컴퓨터에 프린터를 접속하기 위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칩을 발표하 으며

년에 주기판 상에 가 내장된 노트

북 컴퓨터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몰렉스는첫번째로 케이블및커넥

터를 생산하여 완전한 기계적 및 전기적 설계 부

분이 표준에포함되도록보장하는데중요한

역할을하 다 이로써모든커넥터제조업체들이

보다빨리완전 호환성을갖는 차 소스의커넥터

및 케이블 제품을 만들도록 하 다

마이크로소프사는 운용 시스템의 윈도 계

열의향후공급제품에대하여 직렬버

스 인터페이스 표준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 다

는 하드 드라이버 드라이버

프린터 및 스캐너 휴대용 컴퓨터의 도킹 스테이

션과같은기존 디바이스들은물론 캠코더 텔

레비젼 스테레오 체인저 세트 탑박스 믹싱

콘솔 및 뮤직 키보드 등과 같은 사무용 및 가전용

전자 제품들의 고성능 멀티미디어 연결 및 제어

를 가능하게 해준다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소니는 를 위한 개방형 디바이스 드라

이버 인터페이스 및 개방형 호스트 콘

트롤러 인터페이스를 공동개발하기로 하 으며

마이크로소프사는 또한 산업분야에서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가 표준으로 채택되도

록 가속화시키는데 컴팩 컴퓨터사와 협력하기로

하 다 이것은개방형호스트콘트롤러인터페이

스 규격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두

노력은모두 과의협력하에

진행될 것이다

애플사는 년이래 링크와

칩설계를 화하고있으며 기술소유권을

소니 후지필름 및 등에 부여

하고 있다 애플의 개발 부사장인 는

애플은 년 말에 어댑터를 통하여

를 지원하고 년 말까지 주기판 상에서

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은 가 가전용 전

자 제품은 물론 기존의 컴퓨터 주변장치를 컴퓨

터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진보되고 개방

된 표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표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 다

선은 디지털 컨버어젼스 의 페이스를 가속화시

키고 가정 및 사무용 시스템에 멀티미디어 및

상 집약 특성을 더하는 데 가 갖는 능

력에 대하여 그들의 엔지니어링 간부들이 얼마나

흥분을 하 는가를 설명하면서 애플

의 다른 멤버 및 멀티 기가 비트

실현을정의하기위한 연구구룹과공

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인텔 톰슨 및 컴팩 등으로 부터의

기술에 대한 다른 최근의 지원 발표가

있었고 야마하는 가 및 디지털

오디오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는하나의케이블로 채널디지털오디오는

물론 명령어및제어데이터를운송할수있

을 것이다 는 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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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개발중에 있으며 기존의

비동기 드라이브는 물론 응용을 위하

여 등시 드라이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은 년 초 이래 개발

도구 키트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 도구 키트에는

마스터링어댑터및윈도와파워맥을

위한 휴대형 가 있다 은

소니의 디지털 캠코더 및 데스크 탑 카메라를 지

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고 볼륨 저가

격의 마스터링 어댑터를 년 중반 내

놓았고 에 전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은 오디오 및 비디오 컴퓨터

해결책을 위한 역량 및 성능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주요 키보드 생산업체 중에 하나인

는 년 분기 대량생산 계획과 더불어

직렬 버스를 사용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견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고성능 직렬 버스인 는 센트로닉스

인터페이스 및 애플의 데스크탑 버

스를포함해서오늘날사용되는대부분의다른주

변장치들 사이의 연결 통신 방법들을 대체하고

그것들을단일화된고성능직렬버스로통합할수

있는넓은대역폭수용력을가지고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비디오 를 직접 연결하

는것과같은새로운인터페이스기술이기존의상

호 연결의 물리적인 제약이 방해가 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에서 요구되고 있다 직렬 버스의 메모

리 공간 번지 지정은 와 같이 슬롯이 없는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다 또한

전원 공급과 동적인 재구성 능력이

를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즉 의 특징은 교류 전원을 플러그 인

하는 것처럼 쉽게 컴퓨터 확장 시스템을 플러그

인할 수 있게 해주며 컴퓨터 시스템에 디바

이스추가시및분리시시스템을다운시켜야하거

나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없는 온 디맨

드 통신을 제공한다

기술과 기술은 서로의 시장

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 세계적인 음

성 상 데이터 공중 교환 네트워크가 될 것이지

만 은 디스크 드라이브 카메라 및 데스크

탑컴퓨터와같은장치들을위해서는너무가격이

비싸다 그러므로 가 을위한장치

들 간의 인터페이스로써 상보성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가격실현에확고히기반을두고있

음으로써 는 대량의 가전용 전자제품

인터페이스가될것이다 가전용전자제품인터페

이스는매우오래살아남는경향이있다 잘알려

진 는 년 이상 되었

고 오디오 비디오동축인터페이스는세계제 차

대전 이래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체들을 한

데 묶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

력과더불어 는매우오랜기간동안지

속될 것이다 만약 차세대 전화 시스템인 이

적어도 년지속된다면 는 과함

께 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량의 인터페이스는 많은 새로운 응용이 가능하



 

고성능 직렬접속 프로토콜

 

의 표준화

므로 컴퓨터를 위한 데이터 취급은 물론 사

용자에 친숙한 명령어 및 제어 인터페이스가 가

정 차량 오피스 및 공장 제품들에게까지

를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의 장애 장벽들은 뿌리의 성장에

의해 점차적으로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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