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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A AHB와 AXI간 연동을 위한

Switch Wrapper의 설계

 반도체 공정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서 하나의 칩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병렬처리 할 수 있는 IP를 다

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multiprocessor

SoC에서의 성능은 processor의 성능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도 하지만 processor와 메모리, IP들간의 통신 성

능의 제한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제한

된 버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구조에서 많은 IP가 동

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성

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SoC를 

구성하는 통신 방법들은 대부분이 버스 구조를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통신으로 인한 bottleneck이 문제가 

되게 된다. 즉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의 접근에 

의한 영향을 최소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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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의 direct routing 개념을 도입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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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칩

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병렬처리 할 수 있도록 IP

를 다수 사용한 SoC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IP의 증가는 IP 단일의 성능

보다 IP간의 통신에 의한 성능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SoC 개념에 네

트워크 개념을 더한 NoC가 등장하게 되었다. AMBA 

AXI는 NoC의 요구에 따라 기존 AMBA AHB를 개선

하여 NoC 개념을 도입한 차세대 SoC 

interconnection network interface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에서 기존 AHB를 사용한 IP가 사용되고 있

어 기존의 AHB 호환 IP에 대한 wrapper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XI와 AHB 간의 switch wrapper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witch wrapper는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SNA의 direct routing 개념을 

도입하여 동일 switch wrapper에 연결된 IP에 대하여 

direct routing을 지원한다. 또한 설계의 용이함을 위

하여 all-in-one 방식의 switch wrapper를 설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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