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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사의

 

프로세서 버스에 정합한 입출력 구동기를 선정하고자

 

프로세서의 구동기술인

 

를 조사하고

 

와

 

구동기의 혼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을

 

와 함께

사용하고자 할 때 배선 토폴로지

 

터미네이션

 

댐핑저항 값에 따른 신호 및 시간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였

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이하의 버스속도에서는

 

프로세서 네 개와

 

구동기를

혼용하여 안정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서 론

상용 프로세서의 동작속도 증가와 대칭형 다

중 처리 기술

발전으로최근컴퓨터시스템의성능향상이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인텔사에서 최근 발

표한 프로세서의 경우 동작속

도가 를 넘고 있고 프로세서와 차 캐쉬

를 한 패키지 안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버스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프로세서와 인

텔사에서 제공하는 칩세트를 이용하면

그림 과 같이 하드웨어를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인텔사도 자사의

프로세서와 칩세트를 이용한 보드를

개념으로 생산 판매

하고 있다 보드가 정형화 됨에 따라 고성

능 서버 시장은 상용화 된 보드들

을연결한 시스템이주류를이루고있

다 시스템은상호연결망을통해연결

된 노드들간의캐쉬데이터일관성이하드웨

어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노드간 데

이터 전송이 짧은 지연시간 넓은 대역폭 특성을

가져야한다 이러한특성을제공하기위해서

지원하드웨어는클러스터포트라고명명

된 슬롯을 통해 프로세서 버스에 직접 정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 하드웨어인

카드의 프로세서

정합 기능을 담당하는

을 프로세서 버스

에 직접 정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프로세서 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동



 

구동기 분석

 

그림

 

프로세서를 이용한

 

구성

기술은 인텔사에서 정의한 구동기술로써 년

하반기에 프로세서발표와함께공개되었다

인텔사의 이전 프로세서의 와

프로세서는 표 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구동버퍼

를사용하였고 다중처리를지원하는경우

버스동작속도가최고 에서제한되었다 프

로세서버스에서 다중처리및클러스터포

트를제공하면서버스속도를 로동작

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동기술이 이다

최근발표된 구동기술은현재일반화

되지않았기때문에 라이브러리를제공하는

제조회사가 개사 정도이고 버

퍼 사용 허가권 문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의 안정성 문제 제작 계약 조건과 같은 문

 

표

 

인텔 프로세서 기술 비교표

프로세서

속도

버스속도

최대부하수

버스구동

기술

패키지

지원칩세트

시스템지원

구조

주

제들로 인해 입출력 버퍼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프로세

서 버스에 정합할 수 있는 다른 입출력 버퍼 사용

DS2P DS2P DS2P

MUXs
     RCGs

Cluster
Port

L2
Cache

L2
Cache

L2
Cache

L2
Cache TPA

MIOC
82450NX

PXB#1 PXB#0
PIIX4e

I/O BridgePCIbus1 PCIbus0

MIOC: Memory and I/O Bridge Controller
RCG: RAS/CAS Generator
DS2P: Deschutes Slot2 Processor
TPA: Third Party Agent

PXB: PCI Expander Bridge
MUX: Data Patch Multiplexor
FSB: Front Side Bus

DS2P

FSB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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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규격서 에 따르면 로직은

로직과 호환성이 있고 같은 버스 상에서

섞어쓸수있다고명기하고있다 그러므로본연

구에서는입출력버퍼전기특성라이브러리를구

할수있는특정 회사의 계열구동버

퍼를 버스의한노드로사용하여 프

로세서 버스의 전기 시간 규격을 만족시키는 방

법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규격 비교

입출력 버퍼는

에서 제공하는 입출력 버퍼

로서 계열의 버퍼이다 입출력 버

퍼의 전기특성은 업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

는 있지만 기본적인 특성은 같다 본 장에서는 먼

저 특성과 의 향상된 특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 과 의 직류전기규격을

비교하였다

외부풀업 저항을달아사용하는오픈

드레인 구동기술이다 풀업저항은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는 오픈 드레인 버퍼가 꺼

질 때 상승모서리 를 위한 전류 통로

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연결 전송선의 터미

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속 동작을 위해 는 입사파 스위

칭 인터페이스로 정의된

다 입사파 스위칭은 오픈 드레인 버퍼의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 출력 임피던스 값은 이하이다

풀업 저항 값은 신호의 상승모서리와 하

강모서리의 시간에 영향을 준다 가 클 경

우상승모서리가 리고 하강모서리가당겨진다

가 작을 경우는 반대로 상승모서리가 당겨지

고 하강모서리가 린다 즉 시스템 시간 규격에

풀업 저항 값이 영향을 미친다

오픈드레인버퍼는상승모서리에서오버슈트

와 링 현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링 현상은

스터브의 길이와 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버스의 토폴로지는 가능한 스터브를 작게해야 한

다 이러한 오버슈트와 링 현상은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토폴로지와 동작 속도를 제

한한다

와 같이 입사파 스위칭 외부 풀업 저항

을 사용하는 오픈 드레인 구동기술을 사용하지만

의제약사항을개선한구동기술이다 그림

 

그림

 

출력버퍼 구조

버스성능향상을위하여부하수의증가와신

호 전달 시간 단축이라는 배타적인 두 조건을 만

Open Drain
Output Buffer

Output Buffer with
Active Pull-up

VTT VTT

RTT RTT

VCC



 

구동기 분석

 

표

 

구동기술 전기규격 비교표

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입출력 버퍼이다

의 오버슈트와 링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서 작은 풀업 를 추가하였다 이 풀업 디바

이스는 출력이 에서 로 갈 때 한 클럭 주기동안

만 동작함으로써 상승모서리에서 출력 버퍼와 전

송선의 임피던스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

다 결과적으로 오버슈트와 링 현상을 줄여 시스

템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직류 전기 규격 비교

와 의실제적인전기규격

은모두동일하다 구현회사에따라공정또는설

계구현방법의차이로출력단의전압 전류특성이

약간다르고 규격정의방법에따라잡음허용공

차가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표

입력기준전압 는터미네이션전압 를

기준으로 저항분기로 결정된다 값의 변동과

저항의정 도는잡음허용공차에영향을주며 권

고되는분기 저항의허용공차는 이다 전기규

격 상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는 양쪽 끝

에터미네이션을갖는데이지체인토폴로지를가

정하고 있고 는 분산된 터미네이션을 갖

는 또는 토폴로지를가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 는 터미네이

션 방법에 따라 기본 터미네이션 저항 값이 다르

다

 

평가 기준

버스동작의 평가 기준은 신호 모서리의 전달

시간 규격과 입력단에서 신호 충실 규격이다 입

력단의신호규격을만족할만큼왜곡이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안정된 신호가 수

신단에 도착하여야 한다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할 때 관심 지점이 시

간 규격과 신호 규격에 따라 달라진다 신호 규격

은수신버퍼디바이스를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

버퍼의 가장 가까운 곳을 분석하고 시간 규격은

패키지단위로정의되므로정합핀을기준으로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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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대 전달 시간

와 버스의 전기 규격이 다르

고 각 방향의 시간 규격이 다르므로 출

력 버퍼가 입력 버퍼들을 구동하는 경우

와 출력 버퍼가 입력 버퍼를 구

동하는 경우를 각각 정의한다 와 을

함께 사용하는 목표 프로세서 버스의 동작속도는

이고 이에따른송신단에서수신단까지의

신호 전달 시간 규격과 각 수신단에서 신호 충실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전달 시간

버스 전달 시간 정의 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최소 전달 시간 범위를 먼

저 구한다 시간 규격을 설정하는 기준지점은

프로세서의 경우 커넥터 핀으로 하고

와 는패키지핀으로한다 목표버스동

작속도는 이다 과 의관련문서

를 참조하여 의 는 는

는 는 로 가

정한다 동시 스위칭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한 보정

값 는 로 가정한다 이 값들은 설

계의 제약 조건으로 사용될 것이다

다음식을근거로최대 최소전달시간요구규

격은작성되며그결과는각각 표 표 와같

다 전달 시간 결정인자와 수식은 참고문헌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최대 부하의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최소 전달 시간은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고 최대 전달 시간 중 가장 물리적으로 거

리가먼 소자와 소자간에전달시간규

격을평가기준으로한다 에서신호를구동했

을때전기충실규격을만족하는신호가 에

안에 도착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최소 전달 시간

신호 충실

입력단에서허용되는신호의한계값을나타내

는규격으로오버슈트 링백 세틀타임세가지항

목으로 정의한다 이 규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

작오류나구성소자의파손을일으킬수있다 수

신단에서 각 구동 기술 별로 표 와 같은 신호



 

구동기 분석

 

그림

 

인텔의 토폴로지 권고안

충실 규격을 지켜야 한다

 

표

 

신호 충실 규격

주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회로 시뮬레이션 도

구는 캐이던스사의

에 포함된 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신호 분석 시뮬레이터는 적

정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뮬레이션 시간

특성을 갖는 을 사용한다

모델링 및 가정

가 보드

는 최대 개의 부

하로 이루어진다 네 개의 프로세서를 위한

커넥터 그

리고 보드를연결하

기 위한 커넥터로 이루어 진다

버스토폴로지는인텔사에서권고하는

또는 토폴로지를 사용한다고 가

정한다 버스의 터미네이션은 분산 터미네이션을

Slot A Slot B Slot C Slot D

MIOC

350ps 117ps 117ps 350ps

Cluster Controller or
Terminator

Optional Cluster
SEC Connector

CROW’S FOOT
TOPOLOGY

117ps

805ps 805ps

Slot A Slot B Slot C Slot D

700ps

175ps 175ps 175ps 175ps

525ps

DOUBLE STAR
TOPOLOGY

525ps

MIOC

Cluster Controller or
Terminator



    

전전전전자자자자통통통통신신신신동동동동향향향향분분분분석석석석

 

제

 

권 제

 

호

 

년

 

월

 

그림

 

프로세서 기판 모델

사용하고 과 의 터미네이션 저항값은

을 가정한다 보드 인쇄회로기판의 특

성은 트레이스 임피던스 신호 전달 속

도 기준 절연 상수 으로 가

정한다 그림

나

인텔사는 과 의 전기특성 모델을

모델로 제공하고 있다 모델은

입출력버퍼의 디바이스에대한전

기특성뿐만 아니라 채널 특성을 모델

링하고 있다 그러나 의 모델 변환

기 는 모델의 전기특

성만 변환시키고 의 동작에 대한

변환기능이 없으므로 능동 동작에 대한 부분은

의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적으로 모델링하였다

다 기판

제일 간단하게는 길이의 전송선

특성을 갖는 스터브로 모델링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인텔의

을분석하고모델을가능한단순화하였다 터미

네이션스터브를고려하고 모델을기

준으로 네트 지연시간을 전송선으로 표현하

였다 기판상의비아는 로 커

넥터와 본딩 와이어는 로 그

림 와 같이 모델링 가능하다 그러나 버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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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네트를 시뮬레이션할 경우 시뮬레이터의

수렴문제가 발생하여 단순히 전송선만으로 모델

링하였다

라

입출력 버퍼의 전기특성은 모델

로제공된다 먼저 프로그램을통해

형태로 모델을 변환하고 그 다음 의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을 변환하

였다 모델에 대한 검증은 를 이용하

여 모델 특성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간단한 토

폴로지를 구성하여 모델 동작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토폴로지를 가정한 프로세

서 버스에서 를 위한 슬롯에 입출

력 버퍼로써 를 터미네이션과 함께

연결했을때그결과는 그림 와같이전달시간

과신호충실면에서완벽하였다 출력버

퍼대신 입출력버퍼를대치하였을때 그림

과같이오버슈트와링백이매우크게나타났다

터미네이션 저항을 변화시키며 시뮬레이션했을

때 값이작아지면 이커지고

값이 작아졌다

첫번째 입사 스위칭 시간은 모든 입력단에서

요구 규격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터미네이션 저항을 사용할 때 값과

값이 너무 크고 을 사용할 때는

와 은 상태가 좋아졌지만

구동버퍼의 이 너무 높고 제일 멀

리 위치하고 있는 버퍼가 구동한 신호

 

그림

 

터미네이션 저항과 함께

 

버퍼 단 경우

 

그림

 

버퍼 대신

 

을 단 경우

의 까지 전달 시간이 제약규격을 지키지 못했

다 터미네이션저항 을사용하였을때

출력의 을 낮추면서 의 와

을어느정도유지할수있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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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터미네이션 저항과 함께

 

버퍼를 사용한 경우

 

구동기가 버스를 구동했을 때

 

구동기 반대편

 

구동기에서 버스를 구동했을 때

 

그림

 

터미네이션과

 

댐핑 저항을 사용

하고

 

토폴로지를 사용한 경우

그러나 신호 충실 규격은 만족하지 못하였다 신

호 충실 규격을 만족하는 전달 시간은 최대

로 요구 전달 시간 규격에 만큼을 넘어선

값이다

오버슈트와 링백을 줄이기 위해 터미테

이션 을 단 상태에서 버퍼쪽에 직렬 댐

핑 저항 을 추가하였다 은 높아졌지만 실

제관심이되는 입력단쪽의링백값이줄

지를않았다 특정수신단의신호만이링백문제를

일으키므로 링백값을 줄이고자 토폴

로지를 로바꾸어보았다 문제를일으

켰던 수신단의 신호는 링백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다른 수신단인 에서 여전히 링백

문제를 일으켰다 최종적으로 신호 충실 규격을

만족하면서 최고 동작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모

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였다 병렬 터미

네이션과 직렬 댐핑 저항을 사용하고

토폴로지를 사용하였을 때 그림 과 같이

링백 신호 충실 규격과 전달 시간

규격 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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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구동버퍼를 사용하는 인텔 프

로세서버스에 에서제공하는

입출력 버퍼를사용할수있는지연구해보았

다 의 모델과 의

모델을 입력으로 하고 캐이던스 버

전 신호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버스 전기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였다

마더보드는 입출력버퍼가

토폴로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쪽을 을 위해 을 달아보았다

쪽의 병렬 터미네이션 저항값에 따라 전기

시간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퍼가 버스를 구동할 때 터미네이션 저항

값이작아지면 이커지고 값

이작아져서신호가안정되었다 그러나 값이

작으면 버퍼가 버스를 구동할 때 상승시

간 하강시간이 길어져 전달 시간 규격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값이 임계값 근처에서 동작하

게 되어 잡음마진도 매우 작게 되었다

병렬 터미네이션에서는 오버슈트와 링

백이 매우 심했고 에서는 버퍼가 구

동할 때 상승 하강시간의 늘어짐으로 전달 시간

규격을 맞출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병렬 터미

네이션을 사용하면서 직렬 댐핑 저항과 토폴로지

를 변형해가며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의 직렬

댐핑저항과 토폴로지를사용할때링

백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신호 스윙 폭을

입력단 기준 전압에 대칭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전달 시간 규격 안에 가까스로 신호 충실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텔 프로세서 개와

의 버스상에 입출력 버퍼를

정합시켜 이상으로 동작시키는 것은 가

능하다 그러나 이상으로 버스가 동작할

때 잡음 마진이 매우 적고 신호를 제어하기 위

해 개발 제약 조건이 따른다 오차값이 적은 댐핑

저항을 사용하여야 하고 마더보드 버스를 만들기

전에 매우 정확한 인쇄회로기판 시뮬레이션을 꼭

거쳐야 한다 만약 이하에서 버스를 동작

시킨다면 버스 설계를 단순화 할 수 있고 적정한

잡음 마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시뮬레이션은모델을단순화하여수행하였

다 그러므로 정확한 결론과 차후 개발방법론 정

립을 위해서 실제 대상 입출력 버퍼

라이브러리와실제배선된 마더보드의

정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측값 측정작업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