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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 네트워크-온-칩(Optical Network-on-Chip, ONoC) 아키텍처는 향후 폭증하는 칩 내부 커뮤니 이션 병목 상을 해결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두되고 있다. ONoC에 한 최근의 연구들은 장 분할 다 화(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WDM) 방식을 이용하여  신호의 병렬 송을 지원하고 경로 충돌을 방지하는데 을 두었다. 하지만 신호의 간섭  감

쇄에 의해 하나의 도 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 수는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노드 수 증가에 따라 장이 다른  신

호 개수를 증가시키는 기존의 장 분할 방식 연구들은 구 의 한계를 보일 것이라 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WDM에 시 분할 다 화(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방식을 목시켰다. 한 채  최 화 기법을 제안

함으로써 TDM 방식의 목으로 인한 여분채   지연시간 문제를 최소화 하 다.

Abstract

An optical network-on-chip(ONoC) architecture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solving on-chip communication 

bottleneck. Recent studies on ONoC have been focusing on supporting the parallel transmission and avoiding path collisions 

using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WDM). However, since the maximum number of wavelengths, which a single 

waveguide can accommodate is limited by crosstalk and insertion loss. Therefore previous WDM studies based on 

incrementing the number of different wavelength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would be infeasible due to the 

implementation complexity. To solve such problems, we combined time division multiplexing(TDM) and wavelength-routed 

ONoC, along with an optimized channel allocation algorithm, which can minimize the number of extra wavelength channels 

and latency caused by combining TDM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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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  로세서 시스템-온-칩(Multi-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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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n-Chip, MPSoC)의 성능 확장성을 해 새로

운 온-칩 커뮤니 이션 구조인 네트워크-온-칩

(Network-on-Chip, NoC)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속 배선망을 이용한 기  상호 연결 기반 

NoC는 향후 역폭, 력 소모  지연시간(Latency) 

면에서 속 배선이 갖는 물리  한계에 당면할 것이라 

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등장한 실리

콘 포토닉스 기반의 학 네트워크-온-칩(Optical NoC, 

ONoC)은 차세  엑사스 일 컴퓨 (Exascale 

computing)을 한 유력한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1].

한편  신호간 경로 충돌 상을 이고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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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송을 지원하고자 ONoC에서는 각 커뮤니 이션

에 독립 인  장을 할당하여 정 으로 라우  하는 

장 라우  기반 ONoC(Wavelength-routed ONoC, 

WONoC)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

[2]에서는 NoC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토러스

(Torus)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장 라우 을 지원하는 

학 라우터 아키텍처가 제안되었다. M.Briere et al.은 

크로스바(Crossbar)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WONoC를 

지원하는 람다 라우터(λ-router) 아키텍처를 제안하

다. 람다 라우터는 N개의 노드 간 N(N-1)개의 커뮤니

이션을 지원하기 하여 N개의 서로 다른 장 원

을 사용하고 N(N-1)개의 마이크로-링 공명기

(Micro-ring resonator, MR)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3]
. 

WONoC 아키텍처들은 출발지-목 지 에 따라 상

이한  장을 할당함으로써 단일 도  내에서 신호

의 병렬 송이 가능한 장 이 있는 반면, 노드 수가 증

가하고 데이터 송 경로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

워크에서 요구되는  장 수가 증가하는 단 이 있

다. 를 들어, 람다 라우터 사용 시 노드 수가 64개 일 

경우  장 수는 64개이며, 노드 수가 100개로 증가

할 경우 할당하는  장 수는 100개로 선형 으로 증

가한다. 

한편,  신호 송  신호 간의 간섭  감쇄로 인

해 도  내 수용 가능한 장 수는 제한되며 재 실

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이용해 단일 도  내 사용할 

수 있는 최  장 수는 62개로 알려져 있다[4]-[6]. 하지

만 기존의 시스템 벨 WONoC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

계에 한 언 이 없었다. 한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

라 서로 다른 원을 갖는 장이 요구됨으로 이로 인

하여 제조비용 증가  력소모 증가를 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WONoC 

네트워크에 [7]에서 제안된 시 분할 다 화(Time 

Division Multiplexing, TDM) 기반 재 방식을 목시

켜 도  내  장을 시간슬롯 단 로 복 사용하

게 함으로써 장제한으로 인한 WONoC의 구 한계를 

극복하 다. 그러나 채  할당 방식이 부  할 경우, 

여분채 이 발생하고 이는 지연시간 증가를 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까지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근 방식을 취하 다.  

1)  신호 송 매체인 도  내 수용 장 수가 

제한되는 문제에 을 두고 

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기존 WONoC 아

키텍처에 TDM 재 방식을 목시키며  

3) TDM 재 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

분채 , 지연시간 문제를 최소화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논문의 Ⅱ장에서

는 WONoC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TDM 

목으로 인한 여분채 , 지연시간 문제를 정의하고 공식

화하 으며 Ⅳ장에서는 채  최 화 기법을 제안함으로

써 TDM 목으로 인한 여분채 , 지연시간 문제를 최

소화한다. Ⅴ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

로 Ⅵ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 다.

Ⅱ. WONoC 아키텍처

WONoC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이 노드와 학 네

트워크로 구성되고 노드와 학 네트워크 간에는 기

 신호와 학  신호를 상호 변환해주는 변조기와 검

그림 1. 장 라우  기반 학 NoC 구조

Fig. 1. Wavelength-routed optical No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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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가 있다. 학 네트워크에서  신호는 도  내 

 장 채 을 통해 송되며 학 라우터는 신호를 

입력 포트로부터 출력포트로 달해주는 스 치 역할을 

한다. WONoC의 데이터 송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

정을 거친다. 

1) 출발지 노드는 기  신호를 변조기에 송하고 

변조기에서는 기  신호를 특정 장의  신호로 변

환하고 학 네트워크에 송한다. 

2) 학 네트워크에서  신호는 도  내 할당 받

은 특정 장 채 을 통해 목 지까지 송된다. 

3)  신호가 목 지에 도착하면 검출기에서는  신

호를 기 신호로 변환하여 목 지 노드에 송한다.

WONoC에서 커뮤니 이션은 서로 상이한 장 채

에 따라 데이터를 송하기에 병렬 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드 수가 증가하면 상이한 장을 갖는 원 

수도 증가해야하므로 결국 도  내 수용 장 수의 

제한이 WONoC 구 의 병목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TDM 방식을 목시킨 WDM/TDM ONoC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으며, 그림 2는 

WDM/TDM ONoC의 커뮤니 이션 채  할당 시 도

를 보여 다. 그림 2에서 횡축은 시간 도메인을 의미하

고 종축은 장 도메인을 의미한다. TDM 목으로 

장은 시간슬롯을 단 로 상이한 커뮤니 이션에 복 

할당이 가능하므로 사용가능한 장 수의 증가로 표

된다. 

한 사용 가능한 장 수의 증가로 단일 커뮤니 이

션 채 에 여러 개 장을 할당함으로써 커뮤니 이션 

채 의 역폭을 향상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할당을 부 하게 할 경우 그림 2의 여백부분과 같이 

그림 2. WDM/TDM ONoC 커뮤니 이션 채  할당 

시도

Fig. 2. Example of communication channel allocation on 

WDM/TDM ONoC. 

여분채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지연시간 문제가 가

된다. Ⅲ장에서는 WDM/TDM ONoC에서 발생하는 

여분채   지연시간 문제를 설명하고 공식화하고자 

한다.

Ⅲ. TDM 접목으로 인한 여분채널/지연시간 문제

WDM/TDM ONoC의 여분채   지연시간 문제 설

명의 단순화를 해 그림 2의 최  사용 가능한 장 

수 를 8개로 설정하 고 노드 간 모든 커뮤니 이션

을 지원하기 하여 네트워크에 할당하여야 하는 커뮤

니 이션 채  개수를 9개로 가정하 다. 

1. 여분채널 문제

여분 장 채 은 그림 2의 여백 부분으로 식 (1)과 

같이 사용 가능한 장 채  개수 와 실제 사용

한 장 채  개수  의 차로 표 된다.

   (1)

  × (2)

  × (3)

는 식 (2)에서와 같이 사용 가능한 최  장 

수 와 네트워크에 할당한 시간슬롯 수 의 곱으

로 표 되는데, 사용 가능한 최  장 수는 도 의 

수용 장 수를 의미한다. 는 단일 커뮤니 이

션 채 에 할당한 장 개수 와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 이션 채  수 의 곱으로 표 된다.

(식 (3)). 그림 2에서 는 3으로 할당하 고 는 9

이다.

할당한 시간슬롯 수 은 노드간의 모든 커뮤니

이션 지원을 제로 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 은 

필요로 하는 커뮤니 이션 채  수 와 단일 시간슬

롯에 할당한 커뮤니 이션 채  수 의 비보다 작

지 않는 정수 값이어야 한다. 

 〈〉     (4)

한 단일 시간슬롯에서 사용한 체 장 수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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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장 수 를 과하지 않기 해서 단일 

슬롯에 할당한 커뮤니 이션 수 은 최  장 수 

와 단일 커뮤니 이션에 할당한 장 수 의 비보다 

크지 않는 정수 값이다. 

그림 2에서 를 8로 를 3으로 설정하 기에, 식 (4)

에 의해 단일 슬롯에 할당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채

 수 은 2이고, 따라서 은 5보다 작지 않는 

정수 값이다. 이로 인해 식 (2)의 와 식 (3)의 

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네트워크에는 여분채

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채  낭비로 간주될 뿐만 아

니라, 다음 에서 설명하는 지연시간 문제를 래한다.

2. 지연시간 문제

WDM/TDM ONoC의 두 번째 문제는 지연시간 문제

이다. WDM/TDM ONoC에서 각 커뮤니 이션은 할당 

받은 특정 슬롯에만 데이터 송을 하며 체 네트워크

는 고유 패턴에 따라 일정한 주기 간격으로 반복 수행

한다. 네트워크의 주기는 식 (5)와 같이  단일 슬롯에 

할당한 시간과 슬롯 개수 의 곱으로 표 된다.

     ×   

 (5)

단일 슬롯에 할당한 시간은 여분시간 와 단일시간 

내의 데이터 송시간 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송 방향을 환하기 

하여 라우터 내의 MR를 설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슬

롯간의 여분시간 등을 포함한다.

 는 단일 시간슬롯 내에서 송하는 데이터의 크

기 와 커뮤니 이션 채 의 역폭 비이고, 커뮤니

이션 채 의 역폭은 단일 장 채 의 역폭 와 

단일 커뮤니 이션에 할당한 개 장의 곱으로 표기

된다. 그림 2에서 장 채 의 역폭이 일 때 단일 

커뮤니 이션 채 에 3개의 장을 할당하 음으로 커

뮤니 이션 채 의 역폭은 3가 된다.

앞 에서 언 한 여분채 은 식 (1)-(4)로부터 네트

워크 커뮤니 이션 채  역폭의 감소 는 시간슬롯

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식 (5)의 지연시간 증가

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여분채   지연시간에 향

을 미치는 변수들의 한 값 할당은 체 네트워크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Ⅳ. 채널 최적화 기법 

앞 장의 정의로부터 WDM/TDM ONoC의 여분채 , 

지연시간 최소화는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

이션 채  수 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WDM/TDM ONoC에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커뮤니 이션 간은 동일한 커뮤니 이션 채 에 배치 

가능함으로 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커뮤니 이션 채   

수를 일 수 있으며, 이는 여분채   지연시간 감소

를 의미하게 된다. 

제안하고자 하는 WDM/TDM ONoC의 채  최 화 

기법은 그림 3과 같이 두 단계로 구성된다.

1) WDM/TDM ONoC의 네트워크에 할당하여야 하

는 최소 커뮤니 이션 채  개수를 탐색하고,

2) 첫 번째 단계에서 찾은 최소 커뮤니 이션 채   

수를 기반으로 WDM/TDM ONoC 네트워크의 여분채

  지연시간을 최소화한다.

그림 3. 제안한 WDM/TDM ONoC 채  최 화 기법 흐

름도

Fig. 3. Flow of proposed WDM/TDM ONoC channel 

optimizatio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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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필요 커뮤니케이션 채널 탐색 

최소 커뮤니 이션 채 을 찾는 문제는 네트워크의 

노드 수  토폴로지의 복잡도 증가로 인하여 NP-hard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용하여 네트워크

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커뮤니 이션 채  개수를 찾고

자 한다.

가. 제약조건

WDM/TDM ONoC의 최소 필요 채 을 탐색하기 

하여 커뮤니 이션 간은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수

하여야 한다.

(1) 출발지 경쟁

출발지 노드가 같은 커뮤니 이션 간은 동일한 커뮤

니 이션 채 에 배치할 수 없다.

(2) 목적지 경쟁

목 지 노드가 같은 커뮤니 이션 간은 동일한 커뮤

니 이션 채 을 사용할 수 없다.

(3) 링크 경쟁

동일한 커뮤니 이션 채 을 사용하는 커뮤니 이션 

간에는 경로 충돌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노드간의 

커뮤니 이션 경로는 라우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출발지로부터 목 지까지의 링크들로 구성된다. 

나. 제안하는 최소 커뮤니케이션 채널 탐색 알고리즘

의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최소 채  탐

색 알고리즘은 그림 3에서와 같이 GA 방법론에 따라 

1) 기 개체군 생성, 2) 개체 합도 평가  선택, 3)

교차 연산, 4) 변이 연산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개체는 노드간의 모든 커뮤니 이션을 지원

하는 한 가지 채  할당 방법을 의미한다. 와 같은 일

련의 과정들은 종료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되고 종

료 조건은 설정된 세 (Generation)에 도달하거나 개체

군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종료 세 에서 

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를 선정하여 문제의 해로 간주

한다. 선정된 개체는 해당 토폴로지에서 최소 커뮤니

이션 채  개수로 노드간의 모든 커뮤니 이션을 지원

하는 커뮤니 이션 채  할당 방법이 된다.

(1) 초기 개체군 생성

최소 필요 채  탐색 알고리즘의 첫 단계에서는 일정 

수량의 독립 인 개체를 생성하여 기 개체군(Initial 

topology)을 형성한다. 제안하는 WDM/TDM ONoC에

서의 최소 채  할당 문제는 범용 인 토폴로지에 모두 

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4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메시(Mesh) 토폴로지를 시로 기 개

체군 생성의 흐름을 보여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기 개체군 생성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1) 커뮤니 이션 기 모델링(Initial channel 

modeling stage)을 수행한다. 개 노드를 가지고 있는 

WDM/TDM ONoC 네트워크의 커뮤니 이션 지원을 

하여 각 개체에     개의 유 자를 생성하고 

그림 4. 기 개체군 생성 단계의 흐름도

Fig. 4. Flow of creating initial popul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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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 자에 하나의 커뮤니 이션을 배치한다. 여기서 

하나의 유 자는 하나의 커뮤니 이션 채 로 표 된

다. 그림 4는 3☓3 메시 토폴로지를 시로, 기 모델 
단계에서 72개의 유 자로 구성된 하나의 개체를 생성

하 다. 여기서 는 노드간의 커뮤니 이션을 의미하

며 는 출발지 노드, 는 목 지 노드를 의미한다.

2) 커뮤니 이션 기 모델링이 끝난 개체들에 한하

여 그림 4와 같이 채  기 합병 연산(Initial merge 

computation stage)을 수행한다. 합병 연산은 단일 개체

에서 임의로 두 개의 유 자를 선택하고 앞서 정의한 

제한조건 만족여부를 한 정보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하나의 유 자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개체 적합도 평가 및 선택 연산

선택 연산에서는 새로운 세 의 자식 개체군을 생성

하기 하여  세 에서 합한 개체군을 엄선한다. 

개체  합도가 높은 개체는 다음 세 의 개체로 보

류하고 나머지 개체는  세 에서 종료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최소 필요 커뮤니 이션 채  탐색을 단일 

목표로 하므로 각 개체에서 유 자 개수의 역수는 곧 

합도 함수로 표 된다. 선택연산을 통해 자식 세 의 

개체는 평균 으로 부모 세 보다 우월해지게 된다.

(3) 교차 연산

개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하여 GA의 세 번째 단

계에서는 교차 연산을 수행한다. 알고리즘은 이  세

에서 임의로 두 부모(parent) 개체를 선택한 뒤 , 두 부

모 개체의 동일한 치에 있는 유 자를 합병한다. 두 

유 자 내에서 동일한 커뮤니 이션 채 에 배치 가능

한 커뮤니 이션은 하나의 커뮤니 이션 채 로 합병

하고 해당 커뮤니 이션 채 은 자식 개체의 유 자로 

된다. 

(4) 변이 연산

새로운 세 의 개체군이 생성되면 개체는 변이 연산

의 기회를 얻게 된다. 변이 연산에서 각 개체는 임의로 

하나의 유 자를 선택하고, 선택한 유 자 내의 모든 

커뮤니 이션들을 개체 내의 다른 커뮤니 이션 채 에 

배분한다. 변이 연산은 합병연산과 마찬가지로 제한조

건 만족 여부를 한 확인이 수반된다.

알고리즘은 개체 선택, 교차 연산, 변이 연산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서 네트워크에 필요한 최소 채  개수를 

찾으면 종료된다.

2. 여분채널/지연시간 최소화 알고리즘 

채  최 화 기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소 필요 

채 을 기반으로 여분채 , 지연시간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여분채   지연시간 최소화 알고리즘의 목 함

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6)

여기서 는 여분채  코스트 의 가 치이고 

는 지연시간 코스트 의 가 치이다.와 는 각각 

식 (1), (5) 로 표기되고 단일 커뮤니 이션 채 에 할

당한 장개수 와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시간슬롯 수 

의 향을 받는다. 목 함수가 작은 코스트 값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와 에서 은 여분채 과 

지연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는 여분채   지연시간 최소화 알고리즘 의

사 코드를 보여 다. 알고리즘에서 는 최 화 된 

목 함수 값이고 는 단일 커뮤니 이션 채 에 할당

하는 장 수이다. 
 , 

 , 
    는 각각 해

당 에서의 단일 슬롯에 할당하는 커뮤니 이션 채

수 ,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시간슬롯 개수, 네트워크의 

여분채  수, 지연시간을 의미하고, 는 단일 커

그림 5. 여분채 /지연시간 최소화 알고리즘

Fig. 5. Extra-channels/latency minim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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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 이션 채 에 할당하는 최 의 장 개수, 

은 네트워크에 할당하는 최 의 시간슬롯 수

를 의미한다. 알고리즘은 단일 커뮤니 이션 채 에 할

당하는 장 개수를 1로부터 네트워크의 수용 가능 

장 수 까지 늘리면서 목 함수의 최솟값을 찾고 그 

시 에서 단일 커뮤니 이션 채 에 할당하는 장 수

를 최 화된 할당 장 수로, 할당하는 시간슬롯을 최

화된 시간슬롯 수로 한다. 

Ⅴ. 실  험 

제안한 채  최 화 기법을 용하여 토폴로지  노

드 개수에 따른 최소 필요 채  개수를 구하고 성능향

상에 한 비교, 분석을 하 다. 

채  최 화 기법은 자주 사용되는 Mesh, Torus, 

Ring, Spidergon 토폴로지[8]를 기반으로 하 고 네트워

크의 노드 개수는 36, 64, 100개로 설정하 다. 네트워

크의 수용 장은 62개로 설정하 고 데이터 송 경로 

설정은 최소 경로 라우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표 1은 채  최 화 기법을 이용한 토폴로지  노드 

수에 따른 네트워크의 최소 필요 채  개수를 보여

다. 표 1로부터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하는 채

 개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사

이즈,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커뮤니 이션간 경쟁빈도가 

증가하므로 요구하는 커뮤니 이션 채 이 증가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림 6은 최소 필요 채 을 기반으로 수용 장 개수 

내에서 노드 수가 100개인 네트워크의 여분채 을 보여

다. 그림에서 횡축은 단일 커뮤니 이션에 할당한 

장 수를 의미하고, 종축은 여분채  수를 보여 다. 그

림 6으로부터 링 토폴로지에서 여분채  그래 의 변동

N=36 N=64 N=100

Mesh 59 139 267

Torus 42 89 164

Ring 181 573 1391

Spidergon 91 287 698

표 1. WDM/TDM ONoC에서 최소 할당 커뮤니 이션 

채  수

Table 1. The guaranteed minimum communication channels 

on WDM/TDM ONoC.

그림 6. 토폴로지에 따른 여분 장 채  수

Fig. 6. Extra-wavelength channels evaluation under 

different topology.

이 제일 큰 것을 볼 수 있고, 커뮤니 이션 간 경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폴로지일수록 그래 의 변동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커뮤니 이션 채 을 요구

하는 네트워크일수록 채  할당이 부 할 경우, 여분

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 해석된다.

한 제안한 채  최 화 기법을 이용한 

WDM/TDM ONoC의 성능평가를 하여 4가지 토폴로

지 상에서 범용 인 토폴로지에 용 가능한 다음의 세 

가지 ONoC를 비교 상으로 하여 지연시간을 측정하

고 성능분석을 하 다: 1) 상이한 커뮤니 이션에 상이

한 단일 장을 할당하는 통 인 WONoC, 2) 단일 

커뮤니 이션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장을 할당하고 경

쟁이 발생하는 커뮤니 이션 간은 시간슬롯으로 분리하

는 All-TDM ONoC, 3) 채  최 화 기법을 용하지 

않은 WDM/TDM ONoC(Worst case WDM/TDM 

ONoC). 

슬롯 내 여분시간은 [9]에 근거하여 1 ns로 설정하

고, 커뮤니 이션의 크기는 2048 비트로, 단일 장의 

역폭은 [10]에 의해 40 Gbps로 고정하 다. 

그림 7은 온-칩 노드 수에 따른 네트워크의 지연 시

간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 수가 비교  은 그림 7(a)

에서는 Mesh, Torus 토폴로지에서 제안한 최 화 기법

을 용한 WDM/TDM ONoC는 통 인 WONoC에 

비해 평균 17%의 성능 향상을 보이고 ALL-TDM에 비

해 8%, Worst case WDM/TDM ONoC에 비해 99%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그림 7(b)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용한 WDM/TDM ONoC는 통 인 WONoC를 제외

한 기타 ONoC에 비해 11%, 98%의 성능향상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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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7. 네트워크 사이즈에 따른 지연시간 측정 

(a) N=36 (b) N=64 (c) N=100

Fig. 7. Latency evaluation under different network size. 

(a) N=36, (b) N=64, (c) N=100.

그림 9(c)에서는 11%, 101%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온-칩 노드 수가 36개 일 경우, Mesh, Torus 토폴로

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 이션 채  개수는 표 1에 근

거하여 수용 장 수보다 기에 통 인 WONoC는 

구 이 가능하고 노드간의 모든 커뮤니 이션은 병렬 

송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단일 커뮤니

이션에 하나의 장만 할당하기에 네트워크는 낮은 

역폭을 갖게 되고 이는 낮은 스룻풋(Throughput)을 

의미하며 체 네트워크의 지연시간을 가 시킨다.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뮤니 이션 간 경쟁이 증

가함으로 인하여 WONoC는 구 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WDM/TDM ONoC와 ALL-TDM ONoC는 온-칩 

노드 수  토폴로지에 구애받지 않고 구  가능하다. 

그러나 WDM/TDM ONoC에서 채 을 불합리하게 할

당할 경우 그림 7의 Worst case와 같이 지연시간의 증

가를 래하며 체 네트워크의 성능에 악 향을 미치

게 된다. 한 시간슬롯 내에 일정한 여분 시간이 필요

함으로 하여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커지고 시간슬롯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제안한 WDM/TDM ONoC는 

ALL-TDM ONoC에 비해서도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

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WDM만을 사용하는 

WONoC는 도 이 수용할 수 있는 장 개수의 제한

에 따른 네트워크 사이즈도 제한된다. 이에 반해 

WDM/TDM ONoC와 ALL-TDM ONoC는 TDM 제어 

유닛의 추가로 인한 다소의 구  복잡도 증가가 있으나 

온-칩 노드 수  토폴로지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확장

성면에서 으로 유리하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도 내 수용 장 수 제한으로 

인한 WONoC 아키텍처의 한계를 고려하여 기존 

WONoC에 TDM 재방식을 목시켰고, 한 목으

로 인한 여분채   지연시간을 최소화 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고자 Mesh, Torus, Ring, 

Spidergon 토롤로지에서 통 인 WONoC, ALL-TDM 

ONoC  제안한 채  최 화 기법을 용하지 않은 

WDM/TDM ONOC와의 비교실험을 통해 평균 으로 

49%의 성능향상을 볼 수 있었다. 제안한 아키텍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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