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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ＴＣＰ 프로토콜의 재전송 및 지연확인 타이머 관리 장치및 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TCP 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 (TCP Offload Engine) 에서 각각의 채널(소켓 연

결)에 대한 타임아웃을 검출해 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장치는, TOE의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명령레

지스터; 상기 명령레지스터에 저장된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해석하여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

를 저장하고, 타이머 관리장치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FSM; 상기 저장된 타이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작동중인 타이머

의 타임아웃을 체크하여 상기 FSM으로 알려주는 타임아웃 체크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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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TCP 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한 TOE 장치로서,

재전송 타이머와 지연확인 타이머의 설정 및 리셋 명령을 생성하는 내장 프로세서와,

상기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따라, 현재 동작중인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의 타임아웃을 검출하

여 상기 내장 프로세서로 타임아웃 검출 여부를 알려주는 타이머 관리장치를 포함하는 TCP 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한 TOE

장치.

청구항 2.

TCP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로서,

TOE의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명령레지스터;

상기 명령레지스터에 저장된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해석하여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를 저장하

고, 타이머 관리장치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FSM; 및

상기 저장된 타이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작동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을 체크하여 상기 FSM으로 알려주는 타임아웃 체

크부를 포함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는,

연결된 채널의 채널 ID, 타임아웃 검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FSM에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임아웃 체크 시간임을 알려주는 인터벌 타이머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TCP세크먼트 송수신 채널의 채널 ID에 대응하는 주소정보를 상기 FSM의 제어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모든 채널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ID인크리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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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임아웃 체크부로 실시간 클럭을 제공하는 RTC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레지스터는,

재전송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하는 송신명령레지스터와,

지연확인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하는 수신명령레지스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

리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 타이머에 관련된 명령과 상기 지연확인 타이머에 관한 명령은 타임아웃이 검출되어야 하는 시간정보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FSM은,

상기 명령레지스터에 수신된 명령을 해석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타임아웃 검출시간을 타임스템프메모리에 저장하는

Write FSM과,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 검출을 제어하는 checking FSM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

머 관리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FSM은

상기 Write FSM과 상기 checking FSM이 동시에 메모리 접근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재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FSM은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 소정 큐에 이를 저장하여 상기 TOE의 내장 프로세서가 타임아웃 발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12.

TCP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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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하는 송신명령레지스터;

지연확인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하는 수신명령레지스터;

상기 송신명령레지스터 및 수신명령레지스터 저장된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해석하여 동작중

인 타이머 정보와 타임아웃 검출시간을 저장하고, 타임아웃 검출 동작을 제어하는 FSM;

상기 FSM에 의해 해석된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FSM으로부터 타임아웃 검출시간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타임스템프메모리부;

상기 FSM의 제어에 따라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를 검색하여 상기 FSM으로 알려주는 검출부;

TCP세크먼트 송수신 채널의 채널 ID에 대응하는 주소정보를 상기 FSM의 제어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모든 채널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ID인크리저; 및

상기 타임스템프메모리에 저장된 타임아웃검출시간과 실시간 클록을 비교하여 타임아웃을 검출하여 타임아웃 발생시 상

기 FSM으로 알려주는 타임아웃 체크부;를 포함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FSM에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임아웃 체크 시간임을 알려주는 인터벌 타이머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FSM은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 소정 큐에 이를 저장하여 상기 TOE의 내장 프로세서가 타임아웃 발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장치.

청구항 15.

TCP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으로서,

TOE의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제1단계;

상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해석하여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를 저장하는 제2단계; 및

소정 시간 간격으로 상기 저장된 타이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작동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제3단

계를 포함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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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채널의 채널 ID, 타임아웃 검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제2단계는,

메모리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채널 ID에 해당하는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가 작동중임을 소정 메모리에 기록하고, 타임아웃 검출 시간을 타임스템프

메모리에 기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제3단계는,

메모리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메모리 값을 읽어와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과,

현재 동작되고 있는 타이머가 있는경우, 상기 타임스템프메모리로부터 타이머가 동작중인 채널의 타임아웃시간을 읽어와

타임아웃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 소정 큐에 이를 타임아웃 발생을 기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값을 읽어와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은, 모든 채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반복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20.

TCP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으로서,

TCP세그먼트를 송신 또는 수신한 경우, 상기 TCP세그먼트를 송신 또는 수신한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

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명령을 수신하면, 메모리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단계;

메모리 접근권한이 부여되면, 상기 채널의 채널 ID에 대응하는 메모리영역에 해당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

이머가 작동중임을 기록하고, 상기 수신된 명령이 리셋 명령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명령이 리셋명령인 경우, 상기 메모리 접근 권한을 해제하고 명령을 수신하는 소정 명령 레지스터를 초기화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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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된 명령이 리셋 명령이 아닌 경우, 상기 채널에 대한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의 타임아웃 검출 시간

을 소정 타임스템프 메모리에 기록하고, 상기 메모리 접근권한을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22.

TCP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으로서,

미리 설정된 시간간격마다 타임아웃 체크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단계;

타임아웃 체크 기능이 활성화 되면 메모리 접근권한을 획득하는 단계;

메모리 접근권한이 부여되면, 상기 메모리 값을 읽어와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 및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 경우, 타이머가 동작중인 채널의 타임아웃시간을 읽어와 타임아웃 여부를 판단하여 타임아

웃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정 큐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없는 경우, 상기 메모리 접근권한을 해제하고, 모든 채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타임아웃 체크가 수행될 때까지 현재 읽어온 메모리값 다음 영역의 값을 읽어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TOE의 타이머 관리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TCP 프로토콜의 가속을 위하여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TOE (TCP Offload Engine) 에서 각각의 채널(소켓 연

결)에 대한 타임아웃을 검출해 내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TCP 프로토콜은 하나의 세그먼트를 전송한 후에 그에 대한 확인 (ack) 패킷을 수신해야 정상적으로 세그먼트가 전송된 것

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하나의 세그먼트를 전송한 후에 타이머를 설정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도 그에 대한 확인 패킷이 수신

되지 않으면 세그먼트를 재전송하게 된다. 이를 위한 타이머를 재전송 (Retransmission) 타이머 라고 한다.

또한 수신측에서는 세그먼트를 수신하였을 때 그에 대한 확인패킷을 전송해야 하는데, 이때 모든 패킷에대하여 매번 확인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를 받고 이들에 대한 확인정보를 한꺼번에 하나의

패킷에 실어서 보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송신측에서 재전송타이머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확인패킷을

보내지 않은 첫번째 세그먼트를 수신한 후 타이머를 설정하여 그 타이머가초과되면 무조건 확인패킷을 전송해 주도록 하

고 있다. 이를 위한 타이머를 지연확인(Delayed Ack) 타이머 라고한다.

기존의 TCP 프로토콜의 처리는 대부분 운영체제 상의 프로토콜 스택이 담당하였으며 이들 타이머의 관리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다. 상술한 재전송 타이머와 지연확인 타이머는 활성화된 채널(연결) 마다 필요한 타이머로써, 동시연결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타이머 테이블의 검색만도 상당한 오버헤드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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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TCP 프로토콜 가속을 위한 TOE를 디자인할 때 각

채널당 두개씩의 타이머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TOE에 있어서,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내장 프로세서의 작업량을 줄이고 빠

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내장 프로세서는 타이머의 세팅을 담당하고 타이머의 초과시점 검출은 별도의 전용 하드웨어가 담

당하는 타이머 관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두개의 내장 프로세서를 채용하여 패킷의 송신과 수신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에서 타이

머의 SET과 RESET의 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빠른 패킷 처리와 자원 절약이 가능한 타

이머 관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타이머 관리 장치는,

TOE의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명령레지스터; 상기 명령레지

스터에 저장된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해석하여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를 저장하고, 타이머 관

리장치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FSM; 및 상기 저장된 타이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작동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을 체크하

여 상기 FSM으로 알려주는 타임아웃 체크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는, 연결된 채널의 채널 ID, 타임아웃 검출 시간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타이머 관리 장치는,

재전송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하는 송신명령레지스터; 지연확인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하는 수신명령레지스터;

상기 송신명령레지스터 및 수신명령레지스터 저장된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해석하여 동작중

인 타이머 정보와 타임아웃 검출시간을 저장하고, 타임아웃 검출 동작을 제어하는 FSM; 상기 FSM에 의해 해석된 동작중

인 타이머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부; 상기 FSM으로부터 타임아웃 검출시간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타임스템프메모리부;

상기 FSM의 제어에 따라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를 검색하여 상기 FSM으로 알려주는 검출부; TCP세크먼트 송수

신 채널의 채널 ID에 대응하는 주소정보를 상기 FSM의 제어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모든 채널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ID인크리저; 및 상기 타임스템프메모리에 저장된 타임아웃검출시간과 실시간 클록을 비교하여 타임아웃을 검출하여

타임아웃 발생시 상기 FSM으로 알려주는 타임아웃 체크부;를 포함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타이머 관리 방법은,

TOE의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제1단계; 상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해석하여 동작중인 타이머 정보를 저장하는 제2단계; 및 소정 시간 간격으로 상기 저

장된 타이머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작동중인 타이머의 타임아웃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타이머 관리 방법은,

TCP세그먼트를 송신 또는 수신한 경우, 상기 TCP세그먼트를 송신 또는 수신한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

머에 대한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명령을 수신하면, 메모리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단계; 메모리 접근권한이 부여되면,

상기 채널의 채널 ID에 대응하는 메모리영역에 해당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가 작동중임을 기록하고,

상기 수신된 명령이 리셋 명령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된 명령이 리셋명령인 경우, 상기 메모리 접근 권한을 해

제하고 명령을 수신하는 소정 명령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타이머 관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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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된 시간간격마다 타임아웃 체크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단계; 타임아웃 체크 기능이 활성화 되면 메모리 접근권한

을 획득하는 단계; 메모리 접근권한이 부여되면, 상기 메모리 값을 읽어와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 검사하는 단계;

및 현재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 경우, 타이머가 동작중인 채널의 타임아웃시간을 읽어와 타임아웃 여부를 판단하여 타임

아웃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정 큐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본 발명의 원리>

일반적으로 TOE 는 프로세서를 내장하여 프로토콜을 처리하거나, 완전한 하드웨어 로직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두개를 병

행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본 발명의 원리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개를 병행하는 것으로, 내장 프로세서의 작업량

을 줄이고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하여, TOE의 내장 프로세서 200은 타이머를 세팅하기만 하고, 타이머 관리장치 100은 타

이머의 초과시점 검출을 담당한다. 여기서, 상기 TOE의 내장 프로세서 100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전용 프로세

서와 수신전용프로세서 두개로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실시예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TCP 프로토콜의 재전송 및 지연확인 타이머 관리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

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재전송 및 지연확인 타이머 관리 장치 100은, 명령레지스터 20, FSM 40, 메모리부(Existence Memory

block) 60, 검출부(Existence detector) 007, ID 인크리저(ID increaser) 009, 인터벌 타이머(Interval Timer) 014, 타임

스템프 메모리(Time stamp memory) 011, 타임아웃 체크부(Timeout checker) 008, RTC(Real Time Clock) 013, 리절

트 큐(Result Queue) 012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구성요소들 간의 신호 입출력은 다수의 멀티플렉서 10을 통

해 이뤄질 수 있다.

상기 레지스터 20은, 프로세서 200으로부터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에 관한 명령을 수신한다. 상기 프로세서

200은, TCP 세그먼트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ACK 정보를 받은 경우와, TCP 세그먼트를 수신하고 그에 대한 ACK 정보를

보내는 경우에 상기 레지스터 20으로 명령을 전달하게 된다.

상기 FSM 40은, 프로세서 200으로부터 상기 레지스터 20에 전달된 명령을 해석하여 상기 프로세서 200으로부터 전달된

명령에 따라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레지스터 2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

명령레지스터 002와 송신명령레지스터 001로 구성되고, 상기 FSM 40은 명령레지스터에 전달된 명령내용을 확인하여 메

모리부 60 또는 타임스템프메모리 011에 정보를 기록하는 Write FSM 003과 타임아웃 검출기능을 담당하는 Checking

FSM 00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TOE의 내장 프로세서 200이 수신 프로세서 210과 송신프로세서 220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중

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타이머 관리 장치 100은 전술한 바와 같이, TCP 프로토콜을 송신프로세서와 수신 프로세서로 나누어 처리

하거나, 수신된 패킷중 ACK 정보를 추출, 송신 프로세서로 전달하여 송신프로세서가 처리하는 구조 뿐만 아니라, 명령레

지스터의 구조를 변경하면, 다른 변형에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 송신 프로세서 버스(미도시)로 연결되는 부분은 송신명령

레지스터 001이며, 수신 프로세서 버스(미도시)로 연결되는 부분은 수신명령레지스터 002이다. 또한 타임아웃이 발생하

였을 경우 이를 알려주는 것은 리절트 큐 012로, 상기 리절트 큐 012는 FIFO 구조이며 송신 프로세서 버스를 통해 프로세

서와 연결된다.

TOE의 타이머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동작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신이 TCP 세그먼트를 전송하고 그에 대

한 ACK 정보를 받는 경우의 동작, 둘째로 상대편이 송신한 TCP 세그먼트를받고 그에 대한 ACK 정보를 보내는 경우의 동

작, 마지막으로 일정 간격마다 각 채널의 타임아웃 발생여부를 체크하는 동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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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동작은 송신 프로세서 220이 송신명령레지스터 001에 명령을 내림으로써 시작되고, 두번째 동작은 송신 프로세서

220이 송신명령레지스터 001에 명령을 내리거나 수신 프로세서 210이 수신명령레지스터 002에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루

어진다. 마지막 동작은 인터벌 타이머 014가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면 시작된다. 마지막 동작을 실행하는 도중 타임

아웃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정보가 리절트 큐 012로 저장되어 송신프로세서 220이 읽어 갈수 있도록 한다.

도 3은 송신명령레지스터 001, 도 4은 수신명령레지스터 002, 도 5는 리절트 큐 012 각각의 데이터 포맷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재전송 타이머>

첫번째, TOE의 내장 프로세서가 TCP 세그먼트를 전송하고 ACK 정보를 받는 경우에는 재전송 타이머를 설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이 실행된다. 최초로 TCP 세그먼트를 보내거나, 이미 기존에 송신한 모든 세그먼트에 대한 ACK 정보를

받은 후 다시 새로운 TCP 세그먼트를 보내는 경우, 송신 프로세서 220은 상기 도 3에 보이는 송신명령레지스터 001의 명

령필드(Command)에 '10'을 사용하여 명령(재전송 타이머 설정명령)을 내린다.

상기 송신프로세서 220은 상기 송신명령레지스터 001의 Sock_id 필드에 패킷을 보낸 채널의 ID 를 써 주고, Time to be

expired 필드에 패킷을 보낸 현재 시간이 아닌 타임아웃이 검출되어야 하는 시간을 미리 계산하여 써 넣어준다. 다음에,

Write FSM 003은 상기 송신명령레지스터를 해석하여 메모리부 60에 해당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음을 기록

하고, 다시 타임스템프메모리 011에 타임아웃이 검출되어야 하는 시간을 기록한다.

그리고, TOE의 내장 프로세서가 전송한 패킷에 대한 ACK 정보를 받은 경우, 자신이 지금까지 보낸 모든 패킷이 다 확인

된 경우라면, 송신 프로세서 220은 상기 송신명령레지스터 001의 명령필드에 '11'을 사용하여 명령(재전송 타이머 리셋

명령)을 내린다. Write FSM 003은 상기 송신명령레지스터에 전달된 명령을 해석하여 메모리부 60에 해당 채널의 재전송

타이머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음을 기록한다.

상기 송신프로세서 220은 ACK 정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보낸 모든 패킷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명령 필드

'10' 의 명령(재전송 타이머 유지 명령)을 내린다. 이 경우 역시 ACK 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가장 오래된 패킷을 참조하여

타임아웃이 검출되어야 하는 시간을 'Time to be expired '필드에 기록한다.

<지연 확인 타이머>

두번째, 상대로부터 TCP 세그먼트를 받고 그에대한 ACK 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지연확인 타이머가 동작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이 실행된다. 수신 프로세서210은 TCP 세그먼트를 받으면 ACK 패킷을 만들어서 상기 송신 프로세서220이 보

낼수 있도록 대기시켜 둔다. 이때, 이미 기존에 대기된 상태로 아직 전송되지 않은 ACK 패킷이 있다면 전송할 ACK 패킷

의 내용만을 갱신하고, 지연확인 타이머에 대한 명령을 상기 타이머 관리 장치 100으로 보내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대기

중인 ACK 패킷이 없다면, 상기 수신프로세서 210은 ACK패킷을 생성, 대기시키고, 수신명령레지스터 002의 명령필드에

'11'을 사용하여 명령(지연확인 타이머 설정명령)을 내린다. 송신측과 마찬가지로 상기 수신명령레지스터 002의 'Time to

be expired' 필드에는 지연확인 타이머의 타임아웃이 검출되어야 하는 시간을 기록한다. 이후, Write FSM 003은 상기 수

신명령레지스터 002에 전달된 명령을 해석하여 메모리부 60에 지연확인 타이머가 작동중임을 기록하고 타임스템프메모

리 011에 타임아웃이 검출되어야 하는 시간을 기록한다.

상기 송신 프로세서 220이 대기중인 ACK 패킷을 전송하고 나면, 상기 수신프로세서 210은 수신명령레지스터 001의 명령

필드에 '01' 을 사용하여 명령(지연확인 타이머 리셋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 또한 상기 Write FSM 003이 해석하여 메모

리부 60에 지연확인 타이머가 동작하지 않음을 기록하게 된다.

<타임아웃 검출>

타임아웃을 검출하는 동작은 상기 인터벌 타이머 014가 일정 시간마다 FSM 40의 체크 기능을 동작시킴으로써 시작된다.

하드웨어를 통해 타임아웃을 검출하는 동작은 전체 동작이 비교적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

보다, 상기 인터벌 타이머 014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마다 한번 씩 점검함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의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인터벌 타이머 014에 의하여 동작 되는 타임아웃 검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기 인터벌 타이머 014는 미리 설정된 시간이 되면, 체크 기능을 담당하는 Checking FSM 004를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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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Checking FSM 004는 ID 인크리저 009를 리셋하여 0으로 만들고 메모리부 60 의 첫번째 데이터를 읽어와 검출부

007 에 저장한다. ID 인크리저 009에 저장된 값은 채널 ID 의 하위 5비트를 제외한 주소를 나타내주며, 차례로 증가하면

서 모든 채널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메모리부 60은 64bit 단위로 읽어올 수 있는 구조이며, 도 6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한꺼번에 32개 채널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상기 검출부 007은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

채널 중 가장 낮은 채널 ID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찾아내고, 찾아낸 채널 ID의 하위 5bit 어드레스를 만든다. 타이머가 작

동하고 있는 채널이 없다면 상기 검출부 007은 이를 checking FSM 004로 보고하며,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 채널이 있

다면 지연확인 타이머와 재전송 타이머 중 어떤 것(또는 모두) 이 작동중인지를 타임아웃 체크부 008 에 알려준다.

만일 작동중인 타이머가 하나도 없다면, Checking FSM (004) 은 ID 인크리저 009 값을 증가시켜서 다음 32개 채널의메

모리부 60 내용을 읽어오며, 작동중인 타이머가 있다면, ID 인크리저 009 의 값과, 검출부 007 로부터 생성된 하위 5bit 의

주소를 사용하여 타임스템프 메모리 011 의 값을 읽어와 타임아웃 체크부 008 로 알려준다.

타임스템프 메모리 011 의 형태는 도 7과 같으며 28bit 의 폭을 가진다. 상기 타임스템프 메모리 011은 재전송 타이머 값

(Retransmission timestamp)을 저장해 두는 곳과 지연확인 타이머 값(Delayed timestamp)을 저장해 두는 곳은 다른 뱅

크로 나누어진 구조이며, 읽기는 한번에 모든 값을 읽을 수 있고, 쓰기는 각각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타이머 값은 각각 14bit 씩의 값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절반을 인벨리드(Invalid)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타임아웃 검

출의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은 8196배의 차이가 된다. 일반적으로 연결된 채널은 패킷의 왕복시간에 따라 타임아웃을 결정

하는 간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가장 짧은 시간 간격의 타임아웃을 1sec 라고 하면, 가장 긴 간격의 타임아웃시간은 130분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타임스템프(Timestamp)는 1ms 단위로 32bit를 가지고 있으

며, 가장 짧은 시간 간격의 타임아웃을 몇초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32bit 중 어느 위치의 14bit를 명령레지스터에 기록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또한 비트수는 최대, 최소 간격을 크게 해야 한다면 더 늘리고, 적게 해도 된다면 더 줄여 메모리공간

을 절약할 수 있다.

타임아웃 체크부 008 은 타임스템프메모리 011에 저장된 값과, RTC (Real Time Clock) 013으로부터 제공되는 실시간

클록을 비교하여 재전송 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의 타임아웃 여부를 점검한다. 상기 타임아웃 체크부 008은 점검 결

과를 상기 checking FSM 004로 알려준다.

Checking FSM 004는 타임아웃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리절트 큐 012 에 도 5의 포맷에 맞추어 기록한다. (둘다 타임아웃

이 걸린 경우는 각각 두번 기록). 상기 Checking FSM 004는 리절트 큐 012를 기록한 후, 또는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엔 상기 검출부 007을 제어하여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는 채널 중 그 다음으로 낮은 ID를 가진 채널을 찾아내도록 한

다.

전술한 타임아웃 검출 동작은 ID 인크리저 009가 메모리부 60의 모든 값을 한번씩 읽을 때까지 반복되며, 타임아웃 검출

동작이 완료되면, 인터벌 타이머 014는 리셋(Reset) 된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메모리부 60은 64bit 를 한꺼번에 읽을수

있는 구조이므로, 임의의 TOE 네트워크가 1만개의 채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상기 ID 인크리저 009가 320 정도의 값

이 되면 한번의 타임아웃 검출 동작이 끝나게 된다.

상기 FSM 40에 의한 타이머 관리 동작은 상기 프로세서 200으로부터 전달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과, 상기 타이머

관리 장치 100의 내부 메모리에 기록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타임아웃을 검출하는 동작이 있으며, 먼저, Write FSM 003이

제어하는 동작을 살펴본다.

도 8은 TOE의 내장 프로세서로부터 명령을 수신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제어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초기상태에서 송신명령레지스터 001 또는 수신명령레지스터 002 에 명령이 들어오면, 상기 Write FSM 003은 S80단계

에서, 중재부(Arbiter) 006에 접근권한을 요청한다. 상기 중재부 006은 명령이 수신된 순간이 타임 아웃 검출을 위해

Checking FSM 004가 동작하고 있는 도중일 수도 있으므로, 메모리 접근시 충돌을 막기 위해 Write FSM 003과

checking FSM 004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에, 상기 Write FSM 003은 S81단계에서 상기 명령레지스터 20

에 지정된 채널 ID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메모리부 60에서 읽어온다. 읽기를 먼저 수행하는 이유는 메모리부 60에서 읽

거나 쓰는 정보는 32개의 채널을 한꺼번에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채널 이외의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를 먼저 수행한 후, S82단계에서 32개의 채널중 지정된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작해서 다시 메모리에 기록

한다. 상기 메모리부 60은 마스킹부(existence masking) 005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마스킹부 005는 32개 채널중 지

정된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작해서 다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록특허 10-0648837

- 10 -



이후, 상기 Write FSM 003은 S83단계에서, 수신된 명령이 타이머의 리셋 명령인지를 판단한다. 만일 수신된 명령이 재전

송타이머 또는 지연확인 타이머의 리셋 명령이었다면 S84단계에서 바로 접근권한을 해제한다. 수신된 명령이 타이머의 리

셋 명령이 아닌경우, 타임스템프 값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수신된 명령이 타이머의 리셋 명령이 아닌경우, 상기

Write FSM 003은 S86단계에서, 타임스템프 메모리 011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S84단계에서 접근권한을 해제한다. 마지

막으로 S85단계에서, 현재 수행 완료된 명령을 수신한 레지스터(송신명령레지스터 001 또는 수신명령레지스터 002)를 클

리어(clear) 하여 상기 프로세서 200이 다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후, 초기상태로 돌아간다.

도 9는 타이머 관리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타임아웃 검출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미리 설정된 간격의 시간이 되어 상기 인터벌 타이머 014가 Checking FSM 004를 작동시키면, 상기 checking FSM 004

는 S90단계에서, ID 인크리저 009를 초기화하여 0번 채널부터 검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 S91단계에서 접근

권한을 획득한 후, S92단계에서 메모리부 60을 읽어서 검출부 007 에 저장한다. 상기 검출부 007은 S93단계에서, 32개의

채널중 타이머가 동작중인 채널이 있는지 검출하여 Checking FSM (004) 으로 알려주며, 이를 이용하여 타이머 동작여부

를 체크한다. 만일 동작하는 타이머가 없다면 S98단계에서, 접근권한을 해제하고 S99단계에서 ID 인크리저 009값을 증가

시킨다. 여기서, 잠시 접근권한을 해제해 두는 이유는송신명령레지스터 001 또는 수신명령레지스터 002로 들어온 명령이

모든 채널에 대한 타임아웃체크가 다 끝날 때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 S100단계에서 증가된 ID 인크리저 009 값이 모든 채널이 다 검색될 수 있는 카운터 값을 초과 하였는지를 판단하

여 초과하지 않았으면, 다시 S91단계로 되돌아가 접근권한을 획득한 후, 다음 32개의 채널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한다.

상기 S100단계의 판단결과, 증가된 ID 인크리저 009 값이 모든 채널이 다 검색되었을 카운터 값을 초과하였으면, 상기

checking FSM 004는 S101단계에서 상기 인터벌 타이머 014를 다시 0부터 움직이도록 리셋해 준 후, 초기상태로 돌아온

다.

상기 S93단계의 판단결과, 현재 동작 되고 있는 타이머가 있다면, 상기 checking FSM 004는 S94단계 내지 S96단계에서,

상기 타임스템프 메모리 011를 읽어서 타임아웃을 체크한다. 상기 S96 단계의 판단결과,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검출부 007에서 현재 읽어온 32개의 채널정보 중 지금의 채널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S93단계로 돌아가 그외의 동작하는

타이머가 있는지 체크한다. 상기 S96단계의 판단결과, 타임아웃이 발생하였다면 상기 checking FSM 004는 S97단계에

서, 이를 리절트 큐 012 에 기록한 후, S93단계로 되돌아가 동작중인 타이머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 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 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

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 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

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TOE의 내장 프로세서가 독립된 송/수신 기능을 하도록 TCP 가속 하드웨어를 제작할때, 재전송 타이머와 지연

확인 타이머의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발명에 따른 타이머 관리 장치를 이용하면, 타이머의 SET / RESET 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프로세서간의

통신을 줄여주고, 동시 접속 채널이 많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타임아웃 검색시간을 줄여준다. 그리고 메모리부 60을 타임아

웃시간을 기록하는 타임스템프 메모리 011이외에 별도로 구비함으로써, 동시 접속 채널이 적을경우에도 쓸모없는 검색으

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머의 일정부분만을 잘라내서 저장하는 방식과 프로세서가 미리 타임아웃될 시

간을 계산해 기록함 으로써 메모리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TCP 프로토콜의 재전송 및 지연확인 타이머 관리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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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도 2에 도시된 송신명령레지스터의 데이터 구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4은 도 2에 도시된 수신명령레지스터의 데이터 구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5는 도 2에 도시된 리절트 큐의 데이터 구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도 2에 도시된 메모리부의 메모리 구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도 2에 도시된 타임스템프메모리의 메모리 구조의 예를 보여주는 도면,

도 8은 도 2에 도시된 프로세서로부터 명령을 수신하여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제어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 9는 도 2에 도시된 타이머 관리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타임아웃 검출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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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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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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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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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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