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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큐잉 이론을 이용한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온-칩(MPSoC)의 버스 매트릭스 기반
통신 구조에 대한 성능 예측 기법을 제안한다. 버스 매트릭스 기반 통신 구조는 다양한 설계 인자를 가지
고 있어 이에 대한 성능 최적화는 방대한 설계 공간의 탐색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방법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고 있는 시장 적기 출하
(time-to-market)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
션보다 훨씬 빠르면서 정확하게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성능 분석 기법은 고
성능의 버스 매트릭스를 위해 사용되는 버스 프로토콜인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을 고려한다.
또한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비현실적으로 메모리 시스템을 모델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실제적인 메모리 시스템 모델을 위하여 일반 분포(general distribution)를 이용하였다. 제
안한 성능 예측 기법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생성된 버스 트랜잭션들과 4-채널
DVR 예제에 적용하였을 때, 사이클 단위의 정확도를 갖는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105배 이상 빠르면서
평균 94%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온-칩, 통신 구조, 버스 매트릭스, 성능 예측, 큐잉 이론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performance estimation technique based on queuing analysis for
on-chip bus matrix architectures of Multi-Processor System-on-Chips(MPSoCs). Previous works
relying on time-consuming simulation are not able to explore the vast design space to cope with
increasing time-to-market pressure. The proposed technique gives accurate estimation results while
achieving faster estimation time than cycle-accurate simulation by order of magnitude. We consider
the followings for the modeling of practical memory subsystem: (1) the service time with the general
distribution instead of the exponential distribution and (2)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s to achieve
high performanc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nalysis technique has the
accuracy of 94% on average and much shorter runtime (105 times faster at least) compared to
simulation for the various examples: the synthetic traces and real-time application, 4-channel DVR.
Key words : multi-processor system-on-chip, communication architecture, bus matrix, performance
estimation, queu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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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많은 수의 프
로세서 및 메모리 코어들을 하나의 칩에 집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임베디드 시스템들이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온-칩(Multi-Processor System-on-Chip, MPSoC)
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칩 안에서 프로세
서 코어들 사이의 통신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특성
또한 다양해졌다. 결과적으로 프로세서 코어들을 연결하
는 통신 구조는 성능, 전력 소모 및 하드웨어 면적 등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의 최적화가
MPSoC 설계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온-칩 통신을 위해 좀 더 높
은 병렬성 및 고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MPSoC[1]
뿐 아니라 Chip-Multi-Processor(CMP)[2]에서 버스
매트릭스 기반 통신 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MPSoC 설계 분야에서는 버스 매트릭스를 적용하기 위
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버스 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유
지하면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상용화된 IP들이 활
발하게 이용되고 있다[3].
공유 버스 기반의 통신 구조의 탐색에 대한 기존 연
구들에 의하면, 다양한 설계 인자들에 의해 매우 방대한
설계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어진 개발 시간 내에
최적의 통신 구조를 얻기 위해서는 각 구조들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성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4,5].
최근 사용되는 버스 프로토콜은 보다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1)과 out-of-order
completion을 사용한다[6]. 또한 보다 높은 동작 속도를
얻기 위해 다단계 버스 매트릭스(cascaded bus matrix)
구조를 사용하기도 한다[7]. 이렇게 다양한 설계 인자들
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버스 매트릭스 기반의 통신 구조
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공유 버스 기반의 통신 구조보다
훨씬 넓은 설계 공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버스 매트릭스 통신 구조의
설계 공간 탐색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시뮬레이션
에 의존하고 있다[8,9]. 따라서 제한된 개발 시간에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는 설계 공간의 크기는
한정적이므로 최적화된 혹은 최적에 가까운 통신 구조
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응용 예제의 메모리 접근
패턴의 통계 정보에 기반한 큐잉 이론을 이용하여 버스
매트릭스 통신 구조의 성능 예측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
다. 큐잉 이론을 이용한 기존의 성능 예측 기법들은 모

델의 복잡도를 낮추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시간(혹은 큐잉 모델에서의 서비스
시간)이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갖는다
고 가정하였지만, 이는 실제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접근
시간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이다. 간단한 예로,
워드당 한 사이클의 접근 시간을 갖는 SRAM은 지수
분포로 표현할 수 없다. 반면 본 논문의 성능 예측 기법
은 실제 메모리 시스템을 고려하여 접근 시간을 모델하
기 위해 일반 분포(general distribution)을 갖는다고 가
정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의의를 기술한다. 3
장에서는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단일 버스 구조에 대한 성능 예측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버스 매트릭스로 확장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성능
예측의 정확도 및 실행 시간의 측면에서 검증하고, 5장에
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공유 버스 기반의 통신 구조의 성능 예측을 위한 기
존의 연구들에서는 정적 분석 기법, 시뮬레이션 및 이들
의 장점을 모두 이용하기 위한 혼합된 기법 등을 이용
하였다[10,11]. 공유 버스 기반의 통신 구조의 성능을 예
측하기 위해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정적 분석
기법은 버스 구조의 동작 속도, 버스의 데이타 폭, 전송
할 데이타의 크기 등의 설계 인자들을 고려하여 정적으
로 데이타 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12,13]. 이러한 기법은 빠른 시간에 성능을 예측할 수
있으나 버스 중재 등의 버스에서의 동적인 상황에 의한
지연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성능 예측이 어렵
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이러한
동적 지연 시간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능 예
측이 가능하지만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8,9]. 이러한 성능 예측 기법들을 이용하여 버스 토
폴로지, 프로세서 및 메모리 코어들의 버스에 대한 할
당, 동작 속도, 전력 소모 및 상위 수준에서의 레이아웃
등을 고려한 설계 공간 탐색 기법들이 연구되었다[4,5,14].
버스 매트릭스 기반의 통신 구조에 대한 연구로서는
매트릭스 내부의 버스 개수, 버스 중재 정책, 다단계 버
스 매트릭스 구조에서의 토폴로지 등을 고려하여 최적
의 구조를 탐색하는 방법들이 최근 연구되었다[7,8]. 주
어진 성능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의 버스 개수를
갖는 온-칩 버스 매트릭스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ILP

1) transaction (트랜잭션): 여러 개의 word로 이루어진 데이타 블록을 가져
오기 위한 연속적인 메모리 접근들의 집합. 본 논문에서 트랜잭션과 메
모리 접근은 같은 의미이며 별도의 구분 없이 사용된다.

(Integer Linear Program)과 휴리스틱을 이용한 2가지
방법이 [15]에서 제안되었으나, multiple-outstanding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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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이나 out-of-completion과 같은 버스 프로토콜을

성능 예측 기법과 시뮬레이션을 같이 이용한다면 설계

고려하지 않았다. Globally-Asynchronous-Locally-Synch-

공간 탐색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먼저 성능 예측

ronous(GALS) 통신을 위한 온-칩 버스 구조가 [16]에

기법으로 전체 설계 공간을 탐색하여 의미 있는 설계

서 제안되었고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 및

공간을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그 후 이에 대해서 시뮬

out-of-order completion을 사용한 버스 프로토콜이 데

레이션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성능을 평가한다. 이러한

이타 전송 처리량과 지연 시간의 측면 모두에서 버스

방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뮬레이션을 가능한 적

매트릭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게 이용하면서 우수한 해를 찾아낼 수 있다. 성능 예측

버스 매트릭스 및 NoC의 성능 예측을 위해 분석적인

기법에 의해 가려낼 수 있는 설계 공간의 크기는 성능

기법들도 널리 연구되고 있다. [17]에서는 버스 매트릭

예측 기법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진다. 탐색 방법에 대한

스의 throughput 및 지연 시간을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하나의 예로써, 만약 예측 기법이 90%의 정확도를 가진

유도하였으나

및

다면 성능 예측 기법에 의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는

out-of-order completion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18]에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

통신 구조와 비교해 10% 이하의 성능 차이를 갖는 통

서는 NoC의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버퍼의 크기를 최적

신 구조들은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질

화하기 위해 큐잉 이론에 기반을 둔 분석 기법을 제시

확률이 있는 통신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였으나 지수 분포를 갖는 메모리 시스템의 접근 시간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 성능

을 가정하였다. 이는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적인

예측 오차가 적을수록 시뮬레이션에서 평가해야 하는

시스템의 메모리 구조에 대한 접근 시간을 고려할 수

통신 구조들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본 논문은 두 가지 의의를 갖
는다. 첫 번째, 제시된 성능 예측 기법은 multiple-

3. 버스 매트릭스의 성능 예측 기법
3.1 배경 지식

outstanding transaction을 고려하였고, 메모리 시스템

버스 매트릭스는 2가지 측면에서 고성능을 제공한다.

의 접근 시간이 일반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

첫 번째로 그림 1(a)와 같이 버스 매트릭스는 각 프로

하여 실제적인 버스 매트릭스 구조 분석을 가능하게 한

세서 코어(마스터)들과 메모리 코어(슬레이브)들의 사이

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은 multiple-outstanding trans-

에 독립적인 버스를 사용하여 데이타 접근 경로를 제공

action을 지원하는 버스 매트릭스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프로세서 코어들이 같은 메모

있는 트랜잭션들의 평균 개수를 예측할 수 있어, 실제의

리를 접근하지 않는 한 서로 다른 메모리들을 동시에

버스 매트릭스 구현에서 버스 트랜잭션을 저장해야 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는 버퍼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는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과 out-

두 번째,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은 사이클 단위의

of-order completion을 사용하여 버스 사용 효율을 높

정확도를 갖는 시뮬레이션과 비교해 훨씬 빠르면서 작

이는 것이다. 각 마스터들은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

은 성능 예측 오차를 갖기 때문에 방대한 설계 공간에

버스가 해당 마스터의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대한 효율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해 준다. 가령 제안하는

응답(그림 1(b)의 ‘Response’)을 받아야 한다. 버스가

그림 1 (a) 버스 매트릭스, (b) issue capability에 따른 트랜잭션들의 수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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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issue

착할 수 있어 데이타 버스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capability라고 한다. 만약 버스가 동시에 하나의 트랜잭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out-of-order completion은 고려

션만 처리할 수 있을 때, (즉 issue capability가 1일

하지 않고 응답을 받은 순서대로 데이타가 도착하는

때) 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마스터들은 현재 처

in-order completion을 가정한다.

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3.2 문제 정의 및 가정

한다. 반면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수행될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은 다음과 같은

(issue capability가 1 이상일 때) 마스터들은 현재 트랜

입력들을 가진다. 첫 번째로, 버스 매트릭스 통신 구조

잭션의 해당 슬레이브를 접근하는 동안 자신의 트랜잭

는 마스터들의 집합 ΦM={mi}(i=0,..,NM-1)과 슬레이브

션에 대한 응답을 버스로부터 즉시 받을 수 있어 버스

들의 집합 ΦS={si} (i=0,..,NS-1)을 갖는다. 설명의 편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를 위해 그림 1(a)과 같이 하나의 버스에는 하나의 슬

그림 1(b)는 issue capability가 1과 3인 경우에 3개의

레이브만 연결되어 있다. 가령, 그림 1(a)에서 두 개의

연속된 트랜잭션들이 버스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줌

슬레이브 ‘DRAM’과 ‘ROM’은 하나의 버스에 연결되지

으로써 multiple-outstanding transaction이 버스의 성

않는다. 또한 모든 마스터들은 모든 슬레이브들에 접근

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Issue

할 수 있는 버스 매트릭스를 고려하기로 한다.

capability가 1일 경우, 주소 ‘A21’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두 번째 필요한 입력은 응용 예제가 실행되는 동안

트랜잭션은 현재 진행중인 첫 번째 트랜잭션이 마지막

발생하는 메모리 트레이스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이다.

데이타 블록 ‘D13’을 받은 후에야 버스로부터 응답을 받

이는 주어진 응용 예제가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때 발생

을 수 있다. 이 때 응답에 필요한 1 사이클은 이전에 처

하는 메모리 트레이스가 통신 구조에 의해 어떠한 지연

리된 첫 번째 트랜잭션의 수행 시간과 중첩될 수 없다.

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얻어진다. 그림 2와 같

반면 그림 1(b)의 아래와 같이 issue capability가 3일

이 트레이스는 하나의 마스터가 슬레이브들에 대한 일

경우, 3개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버스에서 처리될 수

련의 접근들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슬레이브를

있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랜잭션들이 즉시 버스로

접근하지 않는 시간(그림 2의 IEi)들은 마스터 내부에서

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추가

의 실행을 나타낸다. 마스터 mi이 슬레이브 sj에 접근하

의 2 사이클은 이미 처리되고 있는 첫 번째 트랜잭션에

는 트랜잭션들의 간격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Vi,j로

대한 데이타가 버스에 실려 있는 시간과 중첩된다. 따라

나타내며, 이는 fvi,j(v)=P{Vi,j=v}로 정의되는 확률 밀도

서 issue capability가 1인 경우보다 응답에 필요한 시간

함수를 갖는다. 또한 마스터 mi이 슬레이브 sj에 접근할

을 2 사이클만큼의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데이타

때 이에 대한 서비스 시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 Li,j

전송 처리량 또한 동시에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며, fli,j(l)=P{Li,j=l}로 정의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
2

Out-of-order completion을 이용할 경우, 3개의 트랜

는다. 임의의 확률 변수 A에 대해서 E[A]와 E[A ]는

잭션에 대한 데이타들은 응답을 받은 순서와 관계 없이

A의 평균(또는 기대값)과 분산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순서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사용 효율

E[Li,j]는 마스터 mi가 슬레이브 sj를 접근하기 위해 필

을 높일 수 있다. 가령 그림 1(b)의 첫 번째 트랜잭션이

요한 시간(또는 서비스 시간)에 대한 확률 변수 Li,j의

느린 슬레이브를 접근할 경우 빠른 슬레이브를 접근하

평균을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E[Vi,j]는 Vi,j의 평균을 나

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랜잭션들의 데이타가 먼저 도

타낸다.

그림 2 메모리 트레이스로부터 fvi,j(·)와 fli,j(·)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온-칩(MPSoC)을 위한 버스 매트릭스 구조의 빠르고 정확한 성능 예측 기법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개의 마스터들이
하나의 버스에 동시에 접근할 때 중재(bus arbitration)
에 의해 발생하는 동적 지연을 예측하는 것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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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마스터들이 중재 방법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3 기본 버스 구조의 성능 예측 기법

성능 분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하나의 버스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버스 구조에 대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주어진 응용 예제에 대해 각 마스

성능 예측 기법을 먼저 설명한다. 가정에 따라 기본 버

터들의 메모리 트레이스로부터의 통계 정보를 얻은 후,

스 구조에서는 하나의 슬레이브 s0만 존재하므로, 편의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버스 매트릭스 구조에서 응용 예

상 위해 마스터 mi의 슬레이브 s0에 대한 트랜잭션이

제의 실행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2

발생하는 간격과 슬레이브에 접근 시의 서비스 시간(메
모리 접근 시간)들에 대한 확률 변수 Vi,0 와 Li,0 대신

가지를 가정한다.
첫째, 버스 마스터는 한번에 하나의 트랜잭션만을 생
성할 수 있다. 실제로 하나의 마스터가 여러 개의 트랜

Vi 와 Li를 사용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
수들도 fvi,0(·)와 fli,0(·) 대신 fvi(·)와 fli(·)로 표현한다.

잭션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지만 이런 마스터는 여러

본 논문에서는 기본 버스 구조를 모델하기 위하여

개의 트랜잭션들을 발생하는 마스터들이 내부에 여러

M/G/1 큐잉 시스템을 이용한다. ‘M’은 마스터들에 의해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한번에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간격이 지수 분포(exponential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여러 개의 마스터들로 구성되어

distribution)라는 것을 나타내며, ‘G’는 서버(메모리 시

있는 것으로 고려하며 내부의 각 마스터들은 개별적인

스템)의 서비스 시간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일반 분포임

메모리 트레이스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을 나타낸다. 즉 fli(·)는 일반 분포(general distribu-

두 번째, 버스는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 버스에 연결
된 마스터 개수만큼의 issue capability를 갖고 있다. 직

tion)를 갖는다. 마지막의 ‘1’은 서버의 개수가 한 개임
을 나타낸다.

관적으로 보다 많은 issue capability를 제공할수록 높은

그림 3은 3개의 마스터들을 가진 기본 버스 구조를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어진 응용의

보여준다. 따라서 버스의 issue capability는 3이고, 마

메모리 접근 패턴 및 빈도 등의 통신 특성에 따라서 특정

스터들의 트랜잭션들은 생성되는 즉시 버스로부터 응답

issue capability 값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이

을 받으면서 큐잉 모델의 서버 앞에 있는 FIFO에 저장

없을 수도 있다. 가령 10개의 마스터가 연결된 버스는

된다. 실제 시스템의 구현에서는 FIFO는 메모리 컨트롤

issue capability는 최대 10이 될 것이지만, 응용 예제의

러 내부에 위치한다. FIFO에 저장된 트랜잭션들은 저장

특성상 동시에 5개 이상의 마스터들이 동시에 하나의 버

된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슬레이브에 대한 동시 접근들

스에 접근하는 일이 없다면 이 버스에서는 5 이상의

의 중재 방법에 의한 영향은 작아지게 된다. 또한 중재

issue capability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는 1 사이클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재 처리되고 있는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버스에서 평균적으

트랜잭션의 수행 시간과 중첩되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

로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구하여 이를 버스

지 않는다.

매트릭스가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한 issue capability의
하한 값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하나의 슬레이브에 여러 개의 마
스터들이 접근하려고 할 때 다양한 중재 방법이 가능하

마스터 mi이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빈도는 λi로 나타
내며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평균 간격의 역수와 같다.

λi =

1
E[Vi ]

(1)

지만 본 논문에서는 특정 중재 방법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제 mi이 트랜잭션을 생성한 후 서버로부터 이에 대

이는 issue capability가 높아질수록 동시에 접근을 시

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즉

그림 3 3개의 마스터로 구성된 기본 버스 구조의 M/G/1 큐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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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시작할 때까지 동적 충돌에 의해

E[Li2]는 fli(·)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마스터 mi

지연되는 시간)에 대한 확률 변수를 Wi라고 하자. mi은

의 E[Wi]는 다른 마스터들 mj의 평균 지연 시간 E[Wi]

현재 이미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각 버스 마스터들은 식 (7)을

야 되기 때문에 mi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간격은 다른

가지며 모든 E[Wi]들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식 (7)

마스터의 트랜잭션들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트랜잭션의 발생 빈
도를 λact,i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λact ,i =

다음으로, FIFO에 저장되어 서비스를 기다리는 모든
트랜잭션의 개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N이라고 할
때 N=ΣNi이고 i=0,…,NM-1이다. Little의 법칙을 다시

1
1
=
E[Vi ] + E[Wi ] 1/ λi + E[Wi ]

(2)

이제 마스터 mi의 평균 대기시간 E[Wi]을 구한다. 마
스터 mi가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이전에 발생한 마스터
들로부터의 트랜잭션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FIFO
에서 대기하는 두 가지 경우 중의 하나이다. 현재 마스
터 mi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확률을 P(Bi)라고 정의하
자. 마스터 mi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임의의 순간에 시
스템을 관찰했을 때 남아 있는 서비스 시간에 대한 확
률 변수를 Ri로 정의하기로 한다. E[Ri]은 잔여 서비스

적용하여, E[N]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 N ] =

N M −1

∑

i =0

E[ Ni ] =

N M −1

∑
i =0

λact ,i ⋅ E[Wi ]

(8)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트랜잭션까지 고려한다면,
시스템에는 E[N]+1의 트랜잭션들이 존재하고, 버스가
최대의 성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issue capability의 하
한 값 BL은 아래와 같다.

BL = ⎡E[ N ] + 1⎤

(9)

시간의 평균이 될 것이다. 그리고 Ni은 mi으로부터 평

엄밀하게 말해 식 (9)는 정확한 하한 값은 아니다. 만

균적으로 발생한 트랜잭션 개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나

일 마스터들의 트랜잭션 생성 간격에 대한 편차가 심해,

타낸다. 마스터들은 하나의 트랜잭션만을 생성하므로 평

평균 트랜잭션 생성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메모리

균적으로 발생한 트랜잭션의 개수 Ni는 트랜잭션이 발

를 접근하려는 구간에서는 BL보다 큰 값을 가져야 그

생되었는지 아닌지의 확률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때의 버스 접근 요구들을 최대의 성능으로 처리할 수

마스터 mi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처리되는 버스에서의 통신 요

Wi의 평균 E[Wi]은 다음과 같다.

구량을 고려한다면, 식 (9)는 issue capability의 하한

N M −1

값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제시한

E[Wi ] =

∑ ( E[ N j ] ⋅ E[ L j ] + P( B j ) ⋅ E[ R j ]),

하한 값을 버스 매트릭스에서 최대의 성능을 얻기 위한

j =0,∀j ≠i

최소의 issue capability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i ∈ {0,..., N M − 1}

(3)

Little의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19].

E[ Ni ] = λact , j ⋅ E[Wi ]

(4)

또한 P(Bi)는 마스터 mi에 의해 서버가 사용되고 있
을 확률, 즉 서버 사용률을 나타내므로 아래의 식이 성
립한다[19].

구체적인 결과를 실험 단락에서 보일 것이다.
3.4 버스 매트릭스의 성능 예측 기법
앞에서 설명한 기본 버스 구조에 대한 성능 예측 기
법은 NM개의 마스터와 NS개의 슬레이브를 갖는 버스
매트릭스 구조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림 4는 3개의 마스
터와 2개의 슬레이브를 갖는 버스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기본 버스 구조에 대한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몇 가

P ( Bi ) = λact ,i ⋅ E[ Li ]

(5)

지 항을 먼저 정의한다. 주어진 버스 매트릭스에서 마스

M/G/1 큐잉 시스템에서, 잔여 서비스 시간은 서비스

터 mi가 슬레이브 sj를 접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대

시간의 첫 번째 모멘텀과 두 번째 모멘텀인 E[Li]과
2

E[Li ]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9].

E ( Ri ) =

기 시간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Wi,j로 정의하자. λi,j는
마스터 mi가 슬레이브 sj에 접근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하

E[ L2i ]
2 E[ Li ]

는 빈도를 나타낸다.
(6)

또한 Ci,j,k를 마스터 mi가 슬레이브 sk에 접근하는 연

식 (4), (5), (6)을 식 (3)에 대입하여 전개하면 다음

속된 두 개의 트랜잭션들 사이에 나타나는 다른 슬레이
브 sj를 접근하는 트랜잭션의 개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

과 같은 식을 얻는다.

E[Wi ] =

⎛

N M −1

∑

j =0,∀j ≠i

λact , j ⋅ ⎜ E[W j ] ⋅ E[ L j ] +
⎜
⎝

∀i ∈ {0,..., N M − 1}

수로 정의하자. Ci,j,k의 확률 밀도 함수 fci,j,k(·)는 fci,j,k(c)=

E[ L2j ] ⎞
2

⎟,
⎟
⎠

P{Ci,j,k=c}로 표현된다.

λi,j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슬레이브 sj가 아닌 다른 슬
(7)

레이브들을 접근할 때 발생하는 대기 지연 시간들을 고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온-칩(MPSoC)을 위한 버스 매트릭스 구조의 빠르고 정확한 성능 예측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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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개의 마스터와 2개의 슬레이브로 이루어진 버스 매트릭스에 대한 큐잉 모델

그림 5 mi가 sj를 접근하는 트랜잭션들 사이의 접근 간격은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다른 슬레이브들 sk와 sl에
대한 트랜잭션을 고려해야 한다.
려해야 하며 이로 인한 sj에 대한 트랜잭션의 생성 빈도

λact,i,j를 계산하면, 버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기본 버

를 λact,i,j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그림 5와 같

스들에 대해 식 (3)을 적용하여 버스 매트릭스에서 마스

이, 슬레이브 si에 대한 연속적인 두 개의 트랜잭션들

터들이 각 기본 버스의 슬레이브를 접근할 때 필요한

사이에 다른 슬레이브 sk와 sl에 대한 트랜잭션들이 있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스 시간(메모리 접근 시간)과 대기 지연 시간에 의해 늘

3.5 태스크들의 실행 순서를 이용한 응용 예제의 성능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응용

어난다. 따라서 접근 간격은 마스터 내부 실행 시간

예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각 프

(IE0+IE1+IE2)에 sk와 sl를 접근할 때 소요되는 시간들

로세서들의 버스 트랜잭션 생성 비율이 전체 실행 구간에

다고 가정하자. si에 대한 두 트랜잭션의 간격은 슬레이
브 sk와 sl를 접근하는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

(메모리 접근 시간과 FIFO에서의 대기 시간)까지 합하

걸쳐 동일한 지수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

여 고려해야 한다. 그림 5의 예제를 일반적으로 확장하

러나 실제 응용 예제에서는 프로세서들의 버스 트랜잭션

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들은 특정 수행 구간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서의 움직임 추정(motion estimation)

1

λact ,i , j =
E[Vi , j ] +

N S −1

∑

s =0,∀s ≠ j

E[Ci , j ,s ] ⋅ ( E[ Li ,s ] + E[Wi ,s ])

,

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성능
예측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i ∈ {0,..., N M − 1}

(a)

(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그림 6

(b)

그림 6 (a) 2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각 프로세서들에서 실행 구간, (b) 프로세
서들에서 실행되는 구간에 따른 큐잉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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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응용 예제의 전체 실행 구간을 앞서 언급한 버

였다.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응용 예제인 H.263 영상 압

스 트랜잭션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실행 구간들

축기나 MP3 음성 압축기의 경우 0.15 이하의 트랜잭션

로 나누어 해당 구간이 각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때를

생성 빈도를 갖는다[6]. 0.2 이상의 값은 버스와 메모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큐잉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매우 큰 부하를 주는 트랜잭션 생성 빈도라고

전체 수행 구간을 나누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생각할 수 있다. 마스터의 개수와 트랜잭션 생성 비율의

응용 예제가 여러 개의 기능 블록들로 나누어져 있고

조합에 대해, 각 마스터들이 100,000번의 버스 트랜잭션

블록들의 실행 순서는 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

을 갖도록 메모리 트레이스를 포아송 분포(Poisson

였다. 이에 대한 성능 예측 방법은 스케줄에 따라 각 프

distribution)에 따라 100번씩 생성하였다. 하나의 트랜

로세서들에서 수행되는 기능 블록들의 단위로 큐잉 시

잭션은 2, 4, 또는 8번의 워드 읽기나 쓰기들이며 이는

스템을 구성하여 해당하는 큐잉 시스템을 계산해 나가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확률에 의해 선택된

는 것이다[6]. 가령, 그림 6(a)와 같이 세 개의 프로세서

다. 따라서 트랜잭션들에 대한 서비스 시간은 2, 4, 8 사

들이 각각 두 개의 실행 구간들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클 중의 하나가 된다. 각 마스터들 사이의 실행 의존

그림 6(b)의 윗 그림처럼 시간 t0 에서는 성능 예측 기

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병렬적으로 트랜잭

법을 실행 구간 A1, A2, A3에서의 메모리 트레이스들

션들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트랜잭션들이 종료될 때

의 통계 정보를 이용한 큐잉 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까지의 시간을 성능 예측 기법으로 얻은 후 시뮬레이션

그 후, 그림 6(b)의 가운데 그림과 같이 시간 t1 이후에

과의 상대적인 정확도를 그림 7(a)에 제시하였다. 시뮬

A1이 가장 먼저 끝났다고 가정할 때 프로세서 P1은 새

레이션의 정확도를 100%라고 했을 때 제시한 성능 예측

로운 실행 구간 B1을 수행하게 되므로 B1, A2, A3로

기법의 정확도는 평균 94%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루어진 새로운 큐잉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또한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이 다양한 트레이스들에

과정을 각 프로세서들의 모든 실행 구간이 수행될 때까

대해 얼마나 일관된 예측 정확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지 반복한다.

위하여 100번의 메모리 트레이스 생성에 대한 예측 오

4. 실험 및 분석

차들의 표준 편차들을 그림 7(b)에 제시하였다. 성능 예
측 기법은 다양한 메모리 트레이스에 대해 3% 이하의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의 정확성과 실행 속도를 검증

표준 편차를 보여준다. 이로부터 버스 트랜잭션 생성 비

하기 위하여 SystemC[20]로 구현된 사이클 단위 정확

율이나 마스터 개수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 예

도를 갖는 버스 매트릭스 시뮬레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측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한다. 사용된 버스 매트릭스 시뮬레이터는 사용자가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을 다양한 개수의 마스터(16,

지정 가능한 issue capability에 의한 multiple-outstan-

24, 32)와 슬레이브(8, 16)를 갖는 버스 매트릭스에 적

ding transaction과 out-of-order completion 프로토콜

용하여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정확도를 그림 8에 나타내

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out-

었다. 모든 마스터들은 모든 슬레이브에 접근할 수 있으

of-order completion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시뮬레이터

므로, 16개의 마스터와 8개의 슬레이브를 갖는 버스 매

도 in-order completion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하였으며

트릭스(그림 8의 그래프에서 x축의 16×8에 해당)라면

메모리는 워드 읽기/쓰기에 각각 1 사이클이 필요한 온

이는 16개의 마스터를 갖는 기본 버스를 8개 갖고 있는

-칩 SRAM을 가정하였다. 대부분의 온-칩 SRAM은

셈이 된다. 그림 7에서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3가지의 트

이러한 타이밍 특성을 갖는다. 여러 마스터들이 동시에

랜잭션 발생 비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모든 파라메터

특정 버스를 요구할 때 고정된 우선 순위를 이용한 중

들을 조합하여 18가지의 버스 매트릭스 구조들을 고려

재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모든 버스는 32-bit의 데이타

할 수 있으며 각 구조들에 대해 100번의 메모리 트레이

폭을 가지며, 메모리들과 버스들은 하나의 클럭으로 동

스들이 생성되었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

작한다고 가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0-GHz Xeon 프로

버스 구조에 대한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세서와 4.0-GB의 메인 메모리로 구성되었고, 리눅스를

많은 버스를 갖고 있는 복잡한 구조의 버스 매트릭스에

운영체제로 하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하였다.

대해서도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은 시뮬레이션과 비교

4.1 무작위로 생성된 트레이스들에 대한 성능 예측 기
법의 정확도 분석

해 모든 경우에서 94%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제안하는 예측 기법의 실행 시간을 표 1에 제시하였

첫 번째 실험에서는 다양한 마스터 개수(2, 4, 8, 16)

다. 16개의 슬레이브를 사용하는 세 가지의 버스 매트릭

와 트랜잭션 생성 비율(0.1, 0.2, 0.3)을 갖는 기본 버스

스 구조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측 기법의 수행 속도는

구조에 대해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의 정확도를 분석하

시뮬레이션보다 1000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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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본 버스 구조에 대해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정확도

그림 8 버스 매트릭스에 대해 제안하는 예측 기법으로 얻어진 결과의 정확도
표 1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과 시뮬레이션의 실행 시
간 비교

용하므로 트레이스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식 (9)에서 제시한 issue capability의 하

버스 매트릭스

16×16

24×16

32×16

한 값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

< 0.1 초

< 0.1 초

< 0.1 초

issue capability에 따른 데이타 전송 처리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7.64 초

14.5 초

25.7 초

그림 9에 제시하였다. 각 그래프에서 굵은 원으로 표시
된 부분은 식 (9)에서 제시된 버스의 최대 성능을 얻기

뮬레이션의 실행 시간은 메모리 트레이스의 길이에 비

위한 issue capability의 하한 값을 나타낸다. 그래프에

례하여 증가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은 통계 정보만을 이

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굵은 원으로 표시된 이후의 issue

(a) 마스터 4개

(b) 마스터 8개

그림 9 Issue capability에 따른 데이타 전송 처리량(throughput)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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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에서는 버스의 성능 향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각 버스 매트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식 (9)의 정확성을

릭스들이 성능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메모리 블록

확인할 수 있다.

들을 직관적으로 분할하여 할당하였다.

4.2 4-채널 DVR 응용 예제를 이용한 성능 예측 기법의
정확도 분석

4-채널 DVR을 이용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
다. 먼저 H.264 알고리즘의 메모리 접근 특성을 파악하

두 번째 실험에서는 4-채널 DVR(Digital Video Re-

기 위해 50 프레임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트레이스로부

corder) 응용 예제를 이용하여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

터, H.264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각 태스크들의 메모리

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검증한다. 4-채널 DVR의 각 채

접근에 대해 메모리 접근 빈도 및 횟수의 2가지 인자들

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상 입력을 받아 H.264 알고

의 최소, 최대값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 값들 사이에

리즘을 이용하여 압축, 저장한다. 그림 10(a)는 H.264

서 메모리 접근 빈도와 횟수를 갖도록 하여 각 태스크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태스크들과 접근하는 이들이 사용

들의 트레이스를 무작위로 1000개씩 생성하였다. 이들을

하는 메모리 블록들을 나타낸다. 각 메모리 블록들은 프

이용하여 4.1장에서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트레이스 기반

로세서들 사이의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공유 메모리나,

시뮬레이션과 제안한 성능 분석 기법을 비교하여 그림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메

12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실험과 달리 여러 개의 태스

모리 블록들을 나타낸다. 그림 10(b)은 각 태스크들의

크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실행되므로 3.5장에서 설

프로세서에 대한 할당을 나타낸다. 각 채널들에서 ‘me’

명한 태스크들의 스케줄을 이용한 성능 예측 기법을 사

(motion estimation) 블록은 빠른 수행을 위해 전용 프

용하였다. 그림 12의 각 그래프는 그림 11의 물리적 메

로세서에 할당되며, 나머지 태스크들은 범용 프로세서에

모리 개수에 의해 구분되는 버스 매트릭스들에 해당한

할당되어 실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 채널(ch0)은

다. 1000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들에 대해 실행 시간 순으

외부에서 영상 입력이 들어오면 각 채널들을 제어하여

로 정렬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 예측 결과를 함께 나타

영상 압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추가로 수

내었다. 평균 성능 예측 정확도는 그림 12(a)부터 (c)까

행한다. 그림 10(b)의 메모리 블록들이 물리적 메모리에

지 각각 97.7%, 95.3%, 97.0%이다.

할당되어 그림 11과 같이 3개의 버스 매트릭스 구조를

그림 13은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이 메모리 접근

생성할 수 있다. 최적화된 메모리 할당에 대한 논의는

시간을 일반 분포로 다루었던 본 논문의 방법과 달리

(a) 각 채널의 태스크 모델

(b) 태스크들의 프로세서에 대한 분할

그림 10 4-채널 DVR 응용 예제

그림 11 논리적 메모리 블록의 물리적 메모리 블록 할당에 의한 3개의 버스 매트릭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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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4-채널 DVR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의 정확도
(물리적 메모리 개수: (a) 1개, (b) 2개, (c) 3개)

그림 13 지수 분포 기반의 메모리 접근 시간을 이용할 때 성능 예측 기법의 정확도
(물리적 메모리 개수 (a) 1개, (b) 2개, (c) 3개)
이를 지수 분포로 가정하였을 때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

배 이상 길다. 반면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이 필요로 하

이다. 그림 12의 실험과 동일한 과정을 거쳤으며, 지수

는 계산 시간은 이전 실험과 비슷하다. 이는 본 논문에

분포에 의한 잔여 서비스 시간은 평균 서비스 시간과

서 제안한 방법과 같은 정적인 분석 기법의 효율성을

동일하기 때문에 식 (6)의 잔여 서비스 시간은 E(Ri)=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시뮬레이션은 주어진 응용이 크

E[Li]로 바뀌어야 한다. 3개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

고 복잡해지거나 고려하는 통신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 메모리 접근 시간에 대한 지수 분포의 서비스 모델

성능 예측에 필요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을 사용하였을 때는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성능 예측

문제가 있다. 반면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은 통계적

오차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의 실

분석에 필요한 몇 개의 인자들만으로 주어진 응용 예제

험에서의 평균 정확도는 63.0%로서, 이는 그림 12에 나

나 통신 구조를 모델하므로 시뮬레이션과 달리 응용 예

타난 바와 같이 일반 분포를 이용한 메모리 접근 시간

제나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에 훨씬 덜 민감하다.
4.3 프로세서의 메모리 접근 모델

모델의 정확성을 보여준다.
반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한 성능 예측 기

본 논문에서 사용한 프로세서의 메모리 접근 모델은

법은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빠르게 주어진 버스 매트릭

메모리 접근들의 발생 간격이 지수 분포인 프아송 프로

스 구조에 대해 응용 예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세스를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트래픽 모델에 대한 가정

4-채널 DVR과 같은 실제 응용 예제의 트레이스를 이

이 맞지 않는 응용 예제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용한 시뮬레이션 시간은 4.1장에서의 예제보다 평균 10

연구[18]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프아송 프로세스는 하나
의 변수(3.3장의 λi 및 3.4장의 λi,j이 이에 해당)만을 이

표 2 4-채널 DVR에 대한 성능 예측 기법과 시뮬레이

유일한 수학적인 모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아송 모델

션의 실행 시간 비교
버스 매트릭스의 물리적
메모리 개수
제안하는 성능 예측 기법
시뮬레이션

용하여 정확한 시스템의 성능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수

1

2

3

< 0.1 초 < 0.1 초 < 0.1 초
297 초

259 초

245 초

학적인 도구로 널리 사용된다. 더욱 정확한 성능 분석을
위해 “self-similar”나 “long-range dependent”의 특성
을 갖는 확률 프로세스를 프로세서의 트래픽 모델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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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21]. 그러나 이러한 확률 프로세스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분
석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결정된 후 특정 부분에
대한 세부 조정 등에 주로 이용된다2)[18]. 따라서 복잡
한 SoC 설계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통신
구조를 빠르게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지수 분포를
가정한 프로세서의 트래픽 모델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큐잉 모델에 기반한 온-칩 버스 매트
릭스의 성능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빠르고 정확
하게 버스 매트릭스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 MPSoC
의 통신 구조에 대해 효율적인 설계 공간 탐색을 가능
하게 해준다. 제안하는 예측 기법은 시뮬레이션과 비교
해 94%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동시에 1000배 이상
빠른 실행 시간을 가진다. 본 논문의 향후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에서는 버스의 특정 중
재 방법을 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우선 순위 중재 방
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과의 비교에서 정확한 성능 예
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지만 round-robin, TDMA 등
과 같은 다양한 중재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성
능 예측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
다. 다단계 버스 매트릭스 구조와 NoC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제안한 성능 예측 기법을 확장하는 것도 향후 연
구 과제 중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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