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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온-칩 응답 신호 제어 장치 및 그 방법

(57) 요약

NoC(Network-on-Chip) 응답 신호 제어 장치 및 그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는 슬레이브

(slave) IP(Intellectual Property)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

화 신호를 출력하는 NI 슬레이브 및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

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transaction)을 생성하여 마스터(master) IP로 출력하는 NI(Network

Interface) 마스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응답 신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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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슬레이브(slave) IP(Intellectual Property)로부터 기 설정된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는 NI 슬레이브; 및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

랜잭션(transaction)을 생성하여 마스터(master) IP로 출력하는 NI(Network Interface) 마스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는

1비트 와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AXI(Advanced Extensible Interface) 트랜잭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NI 마스터는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마스터 IP로부터 입력된 aWID 신호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NI 마스터는

상기 슬레이브 IP로부터 "OKAY"의 응답 신호(BResp)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

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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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는

상기 NI 마스터에 구비된 디코더(decoder)와 상기 NI 슬레이브에 구비된 패킷 빌더(packet builder)를 직접 연결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는

상기 NI 마스터가 멀티플-아웃스탠딩(Multiple-Outstanding)을 지원하는 경우 5비트 와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신호는

상기 트랜잭션이 AXI 트랜잭션인 경우 4비트의 bID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AHB(AMBA High-Performance Bus) 트랜잭션 또는 OCP(Open Core Protocol) 트랜잭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청구항 10.

NI(Network Interface) 슬레이브(slave)에서 슬레이브 IP(Intellectual Property)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NI 마스터(master)에서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transaction)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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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는

1비트 와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AXI(Advanced Extensible Interface) 트랜잭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NI 마스터에서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마스터 IP로부터 입력된 aWID 신호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

된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상기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NI 슬레이브에서 슬레이브 IP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

화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슬레이브 IP로부터 "OKAY"의 응답 신호(BResp)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

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NI 슬레이브에서 슬레이브 IP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

화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응답 신호가 슬레이브 IP로부터 상기 NI 슬레이브로 입력된 경우 상기 NI 슬레이브에 구비된 패킷 빌더(packet

builder)에서 생성된 활성화 신호를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NI 마스터에 구비된 디코더(decoder)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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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는

상기 NI 마스터가 멀티플-아웃스탠딩(Multiple-Outstanding)을 지원하는 경우 5비트 와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활성화 신호는

상기 트랜잭션이 AXI 트랜잭션인 경우 4비트의 bID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트랜잭션은

AHB(AMBA High-Performance Bus) 트랜잭션 또는 OCP(Open Core Protocol) 트랜잭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NoC

응답신호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0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

독 가능한 기록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NoC(Network-on-Chip) 응답신호 제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응답 신호에 의해 발생되는 NoC 대

기시간(Latency)을 줄이기 위한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통신, 방송 등이 점차 통합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화에 따라, 기존 ASIC(Application Specific IC: 주문형

반도체)과 ASSP(Application-Specific Standard Product: 특정용도 표준제품)의 수요가 SoC(System-on-Chip)로 전환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IT(Information Technology)기기의 경박 단소화 및 고기능화 추세도 SoC 산업을 촉진시

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SoC는 기존의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기술 집약적 반도체 기술이다. SoC의 현실화

를 위해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칩 내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지능소자(intellectual property: IP)들을 연결

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IP들을 연결하기 위한 기술로는 버스를 기반으로 한 연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칩의 집적도가 높아

지고 IP간의 정보 흐름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버스구조를 이용한 SoC는 그 구조적 한계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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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버스구조를 이용한 SoC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칩 내에 응용하여

IP들을 연결하는 방식인 NoC(Network-on-Chip) 기술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NoC는 기존 버스 구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네트워크 형태의(network style) OCI(On-Chip

Interconnect)로서, NoC를 통해 고속/고성능/저전력의 SoC를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NoC는 IP들간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대기시간(Latency)을 필요로 한다. 즉,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신호

(읽기/쓰기 어드레스 신호, 쓰기데이터 신호)를 마스터 NI(Network Interface)에서 패킷화하여 슬레이브 IP로 전송하거

나, 마찬가지로 슬레이브 IP로부터 발생한 신호(읽기데이터 신호, 응답 신호)들을 슬레이브 NI에서 패킷화하여 전송하는

과정에 많은 대기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패킷을 슬레이브 IP로 전송하고, 슬레이브 IP로부터 상기 패킷에 대한 응답 신호를 전송하는

과정에 많은 대기시간을 필요로 한다.

종래 패킷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라우터끼리 직접 연결하는 경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패킷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종래 방법은 많은 라우터끼리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와이어 복잡도(Wire Complexity)가 증가하고, 게이트

카운트(Gate Count)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AXI Interconnect와 NoC 각각의 응답 시간을 비교할 때 NoC의 응답 시간이 AXI Interconnect의 응답 시간

에 비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스터와 슬레이브 IP가 각각 1개씩 연결되어 있는 1:1 구조에서의 AXI

Interconnect의 응답시간에 1 클럭을 필요한 반면, NoC의 응답시간에 9 클럭 정도를 필요로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쓰기 트랜잭션

(transaction)에 대한 응답 신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NoC 응답 신호 제어 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NoC의 응답 신호에 대한 대기시간을 줄이면서 구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낮은 와이어 복잡도로 패킷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는 슬레이브(slave) IP

(Intellectual Property)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는 NI 슬레이브 및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transaction)을 생성하여 마스터(master) IP로 출력하는 NI(Network Interface) 마스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방법은 NI(Network Interface) 슬레이브(slave)에서 슬레이브 IP

(Intellectual Property)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NI 마스터(master)에서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

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transaction)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는 1비트 와이어일 수 있다.

이때, 상기 트랜잭션은 AXI(Advanced Extensible Interface) 트랜잭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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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NI 마스터에서 상기 NI 슬레이브와 직접 연결된 상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상기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마스터 IP로부터 입력된 aWID 신호를 추

가적으로 이용하여 상기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상기 마스터

IP로 출력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트랜잭션은 AXI(Advanced Extensible Interface), AHB(AMBA High-Performance Bus) 및

OCP(Open Core Protocol) 트랜잭션을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AXI 트랜잭션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NI(Network Interface) 마스터에서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응답 AXI 트랜잭션은 4[bit]의 bID 신호, 2[bit]의

BResp 신호 및 1[bit]의 BValid 신호를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장치에 대한 일 실시예 구성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장치는 NI 마스터(이하, "NIM"이라 칭함)(110), NoC 라우터(120)

및 NI 슬레이브(이하, "NIS"이라 칭함)(130)를 포함한다.

NIM(110)은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읽기 어드레스, 쓰기 어드레스 또는 쓰기 데이터 AXI 트랜잭션을 입력받아 NoC 패

킷으로 변환하여 NoC 라우터(120)로 출력하고, NIS(130)와 직접 연결된 응답 신호 와이어(140)로부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응답 트랜잭션(B)을 마스터 IP로 출력한다.

이때, 응답 신호 와이어(140)는 1[bit]의 와이어일 수 있고, NIM(110)은 1[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입력받는다.

이때, 응답 신호 와이어(140)는 NIM(110)에 구비된 디코더(decoder)(111)에 직접 연결되고, 디코더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입력되면 디코더에서 NIM으로 입력된 AXI 트랜잭션에 포함된 aWID 신호를 추가적으로 이용하여 응답 트

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한다. 즉, 디코더(111)에서 4[bit]의 bID 정보를 NIM에 저장된 aWID 신호로 하여 응

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하다.

NoC 라우터(120)는 NIM(110)으로부터 입력된 NoC 패킷을 NIS(130)로 출력하고, NIS(130)로부터 입력된 NoC 패킷을

NIM(110)으로 출력한다.

NIS(130)는 NoC 라우터(120)로부터 입력된 읽기 또는 쓰기에 대한 패킷을 입력받아 읽기 또는 쓰기 AXI 트랜잭션으로

변환한 후 슬레이브 IP로 출력하고, 슬레이브 IP로부터 상기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AXI 트랜잭션에 대한 "OKAY"의 응

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1 [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140)를 통해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NIM(110)으로 출력한

다. 물론, 슬레이브 IP로부터 "OKAY"의 응답 신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처리 과정을 수행하며, 기존의 처리

과정은 이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당업자라면 알 수 있는 기술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이때, NIM에 구비된 디코더와 직접 연결된 응답 신호 와이어는 NIM에 구비된 패킷 빌더(packet builder)(131)에 직접 연

결되고, NIS(130)로 "OKAY"의 응답 신호가 입력되면 패킷 빌더(131)에서 응답 신호에 대한 패킷을 생성하지 않고,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생성하여 응답 신호 와이어(140)를 통해 NIM의 디코더(111)로 출력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에 대한 동작을 동작을 도 2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대한 동작은 마

스터 IP로부터 발생된 AXI 트랜잭션이 NIM과 라우터를 통하고, NIS를 거쳐 다시 NIM까지 전달되는 과정 예를 들어, 읽기

어드레스, 쓰기 어드레스 AXI 트랜잭션 또는 읽기데이터, 쓰기데이터 AXI 트랜잭션에 대한 패킷이 NoC 라우터를 통해

NIM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기존 패킷 처리 과정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쓰기 AXI 트랜잭션에 대

한 응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NIS에 대한 상세 구성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NIS(220)는 패킷 수신부(230), 디코더(240), 패킷 빌더(260) 및 아비터(250)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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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수신부(230)는 NoC 라우터(210)로부터 수신된 플릿(flit)(또는 패킷) 형태로 들어오는 신호에 대응하는 플릿 채널로

입력된 신호를 전송한다.

디코더(240)는 각 플릿 채널별로 플릿에 대응하는 AXI 트랜잭션으로 변환하여 슬레이브 IP로 출력한다. 이때, 디코더는

쓰기 어드레스 패킷과 쓰기 데이터 패킷을 결합하는 쓰기 어드레스 CAM(write Address CAM)을 포함한다.

아비터(250)는 패킷 빌더(260)로부터 입력된 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여 NoC 라우터(210)로 출력한다.

패킷 빌더(260)는 슬레이브 IP로부터 입력된 응답 신호 및 읽기 데이터에 대한 AXI 트랜잭션을 플릿(또는 패킷) 형태로 변

환하여 아비터(250)로 출력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빌더(260)는 슬레이브 IP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되면 그 입

력된 응답신호가 "OKAY"인지 판단하고, "OKAY"인 경우에만 패킷 빌더에 직접 연결된 1[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270)

를 활성화시켜 응답 신호 와이어(270)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 예를 들어, '1'을 출력한다. 이때, 응답 신호는

BReady 신호와 BValid 신호의 핸드쉐이크(handshake)에 의해 생성되고,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는 BResp 신호가

"OKAY"이면서 BValid 신호가 "High"인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는 응답 신호 와이어가 연결된 NIM의 디코더로 출력된다.

이때, 본 발명에 따른 NIS 패킷 빌더는 슬레이브 IP로부터 입력된 응답 신호만을 판단하여 동작하며, 기타 다른 신호 예를

들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에러 신호인 EXOKAY, SLVERR, DECERR 등에 대한 신호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패킷 형식

으로 변환하여 NoC 라우터를 통해 전송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NIM에 대한 상세 구성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NIM(310)은 패킷 빌더(320), 아비터(330), 패킷 수신부(350) 및 디코더(340)를 포함한다.

아비터(330) 및 패킷 수신부(350)는 도 2에 도시한 아비터 및 패킷 수신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설명하지 않는다.

패킷 빌더(320)는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읽기 어드레스, 쓰기 어드레스 또는 쓰기 데이터 AXI 트랜잭션을 각각의 채널

에 맞는 플릿(또는 패킷) 형태로 변환하여 아비터(330)로 전송한다.

디코더(340)는 각 플릿 채널별로 플릿에 대응하는 AXI 트랜잭션으로 변환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는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디코더(340)는 NIS의 패킷 빌더와 응답 신호 와이어(370)를 통해 직접 연결되고, 응답 신호 와이어(370)로 응답 신

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입력되면 패킷 빌더(320) 내에서 어드레스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aWID 신호

(WADDR Error Flit)를 이용하여 응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한다. 이때, 디코더(340)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는 BResp 신호가 "OKAY"이면서 BValid 신호가 "High"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WADDR

Error Flit에 포함된 aWID 신호인 4[bit]의 bID 신호, 2[bit]의 BResp 신호 및 1[bit]의 BValid 신호의 응답 AXI 트랜잭

션 신호를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 알 수 있듯이, 마스터 IP로부터 발생된 쓰기 AXI 트랜잭션에 대한 응답 AXI 트랜잭션이 NIS

의 아비터, NoC 라우터 및 NIM의 패킷 수신부를 거치지 않고 NIM에서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NIS로부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직접 입력받아 응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기 때문에 응답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를 로컬(local)한 부분에 적용한 일 예시도이다.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신호 제어 장치가 동일한 라우터(Router)에 연결된 NIM과 NIS에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라우터에 연결된 IP들간 데이터 교환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1[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만 NIM과 NIS에 직접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와이어의 복잡도는 최소화되면서 응답 신호에 대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로컬한 부분이 아닌 서로 다른 라우터와 연결된 IP들 간에 통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처리 과정을 통해 수행

되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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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기존의 라우터를 통한 응답 대기시간과 본 발명에 따른 응답 대기시간을 비교한 일 예의 파형도로서, 동일한 라우

터에 연결된 IP들간의 응답 대기시간에 관한 파형도이다.

도 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방식에 의한 응답 대기시간(495[ns])에 비해 본 발명에 따른 응답 대기시간(415[ns])이 작

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P들간 데이터 교환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의 응답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 대

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로컬한 부분이 아닌 글로벌(global)한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한 NIM과 NoC를 구성하는 모든 NIS

사이에 1[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를 직접 연결하고, 한 NIS와 NoC를 구성하는 모든 NIM 사이에 1[bit]의 응답 신호 와

이어를 직접 연결하여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장치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응답 신호 와이어를 글로벌

한 부분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라우터에 연결된 IP들 간에 통신 시에도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응답 신호 와이어

를 통해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출력하여 응답 신호에 대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때, 본 발명을 글로벌한 부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와이어 복잡도가 증가하고, 차지하는 면적이 커질 수 있지만, 대

기시간이 시스템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한 부분에 적용할 경우 NoC를 구성하는 "NIM의 개수ⅹNIS의 개수"만큼의 응답 신호 와이어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반면, 본 발명에 따른 NIM이 멀티플 아웃스탠딩(multiple outstanding)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쓰기 어드레스가 발생한 순

서대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NIM의 디코더로 도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를 사

용하면 도 3에 도시한 WADDR Error Flit 정보에 포함된 aWID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NIM이 멀티플 아웃스탠딩

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NIS로부터 4[bit]의 bID 정보를 직접 수신하기 위해 5[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즉, 슬레이브 IP로부터 "OKAY" 응답 신호가 NIS의 패킷 빌더로 입력되면, NIS 패킷 빌더에서 4[bit]의 bID 정보가 포함

된 5[bit]의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NIM의 디코더로 출력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NoC를 구성하는 NIM의 디코더와 NIS의 패킷 빌더를 1[bit] 또는 5[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로 직접

연결하고,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발생한 경우 NIS의 아비터, NoC 라우터 및 NIM의 패킷 수신부를 거치지 않고

NIM의 디코더에서 응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기 때문에 응답 신호에 의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

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방법에 대한 일 실시예 동작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방법은 NIS에서 슬레이브 IP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된 경우 그 입

력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NIM으로 직접 출력한다(S610).

이때,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는 슬레이브 IP로부터 입력된 응답 신호가 "OKAY"인 경우에 NIM으로 직접 출력한다.

이때,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는 NIS와 NIM을 직접 연결하는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출력된다.

이때, 응답 신호 와이어는 1[bit]의 와이어일 수 있다.

이때, NIM이 멀티플 아웃스탠딩을 지원하는 경우 응답 신호 와이어는 5[bit] 와이어 일 수 있고,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는 4[bit]의 bID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NIM에서 NIS로부터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입력받는 경우 응답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한다(S620).

이때, 생성되는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의 크기는 7[bit]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경우 2[bit]의

BResp가 "OKAY"이고, 1[bit]의 BValid가 "HIGH"인 경우이기 때문에 NIM은 마스터 IP로부터 입력된 aWID 신호를 이용

하여 4[bit]의 bID 신호를 생성하고,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이용하여 2[bit]의 BResp 신호 및 1[bit]의 BValid

신호를 생성하여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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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NIM과 NIS를 직접 연결하는 응답 신호 와이어가 5[bit]인 경우에는 NIS로부터 4[bit]의 bID 신호를 입력받기 때문

에 NIM에서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입력된 4[bit]의 bID 신호,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에 의한 2[bit]의 BResp

신호 및 1[bit]의 BValid 신호를 생성하여 응답 신호에 대한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물론, NIS에서 응답 신호 와이어가 연결되지 않은 NIM으로 응답 신호를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리 과정을 수행한

다. 예컨대, 응답 신호 와이어가 동일 라우터와 연결된 NIM과 NIS 사이에만 직접 연결되고, 서로 다른 라우터에 연결된 IP

들 간 통신이 발생한 경우 마스터 IP와 연결된 NIM과 슬레이브 IP와 연결된 NIM 사이에 응답 신호 와이어가 연결된 상태

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처리 과정을 통해 응답 신호를 처리한다.

도 7은 도 6에 도시한 S610 단계에 대한 상세 동작 흐름도로, NIS에서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NIS는 슬레이브 IP로부터 응답 신호가 입력되면(S710), 그 입력된 응답 신호가 "OKAY"인지 판단한다

(S720). 이때, 응답 신호는 BReady 신호와 BValid 신호의 핸드쉐이크에 의해 생성된다.

상기 응답 신호가 "OKAY"가 아닌 경우 응답 패킷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응답 패킷을 NoC 라우터를 통해 NIM으로 출력되

는 기존의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S750).

반면, 상기 응답 신호가 "OKAY"이면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생성한다(S730). 이때,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

호는 BResp 신호가 "OKAY"이면서 BValid 신호가 "High"인 것을 의미한다.

상기 생성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는 NIS와 NIM이 직접 연결된 1[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NIS에서 NIM

으로 출력된다(S740).

이때, NIS와 NIM이 5[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에 4[bit]의 bID 신

호를 포함하고, 5[bit]의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를 NIM으로 출력한다. 여기서, 5[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 중 1

[bit]는 NIM에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의 입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와이어로 사용될 수 있다.

도 8은 도 6에 도시한 S620 단계에 대한 상세 동작 흐름도로, NIM에서의 동작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NIM은 NIS로부터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수신되면(S810), 응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한다(S820).

이때, 응답 신호 와이어가 1[bit] 와이어인 경우에는 어드레스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는 aWID 신호를 이용하

여 응답 AXI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즉, 응답 AXI 트랜잭션의 bID 정보는 aWID 신호를 사용하고,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가 입력된 것은 BResp 신호가 "OKAY"이면서 BValid 신호가 "High"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WID 신호인 4[bit]의

bID 신호, 2[bit]의 BResp 신호 및 1[bit]의 BValid 신호를 포함하는 응답 AXI 트랜잭션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NIM이 멀티플 아웃스탠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bit]의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수신된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에 4[bit]의 bID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활성화 신호에 포함된 4[bit]의 bID 신호와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화 신호의

입력이 의미하는 2[bit]의 BResp 신호 및 1[bit]의 BValid 신호를 포함하는 응답 AXI 트랜잭션 신호를 생성한다.

NIM에서 생성된 응답 AXI 트랜잭션은 마스터 IP로 출력되어 IP들 간 통신 과정이 완료된다(S830).

이와 같은 과정의 상세 흐름도는 NIM에 구비된 디코더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

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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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

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NoC 응답 신호 제어 장치 및 그 방법은, NIS에서 직접 연결된 응답 신호 와이어를 통해 응답 신호에 대한 활성

화 신호를 NIM으로 출력하고, NIM에서 응답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마스터 IP로 출력하기 때문에 응답 신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NIS와 NIM을 직접 연결한 응답 신호 와이어를 이용함으로써, NoC의 응답 신호에 대한 대기시간을 줄이

면서 구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낮은 와이어 복잡도로 패킷 대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에 대한 일 실시예 구성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NIS에 대한 상세 구성 블록도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한 NIM에 대한 상세 구성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이 NoC 라우터의 로컬 영역에 적용된 경우에 대한 일 예시도이다.

도 5는 기존의 라우터를 통한 응답 대기시간과 본 발명에 따른 응답 대기시간을 비교한 일 예의 파형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NoC 응답 신호 제어 방법에 대한 일 실시예 동작 흐름도이다.

도 7은 도 6에 도시한 S610 단계에 대한 일 실시예 상세 동작 흐름도이다.

도 8은 도 6에 도시한 S620 단계에 대한 일 실시예 상세 동작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310: NI 마스터

111,340: 디코더

120: NoC 라우터

130,220: NI 슬레이브

131, 260: 패킷 빌더

140,270,370: 응답 신호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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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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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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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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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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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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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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