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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단에 다중화 망을 구성하고, 후단에 최종 출력 스위치를 연결하는 대용량 스위치에서, 전단
의 다중화망을 구성하는 2n×n 다중화 스위치 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대용량 스위치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완전한 형태의 n×n 스위치를 확장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스위칭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n2개의 포트여파기, n개의 선입선출 선택부, n개
의 공유 선입선출 선택부 및 n개의 출력부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양의 논리 게이트를 요구하고, 핫
-스팟 트래픽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부 입력 포트로 셀이 집중되어, 전체적인 포트의 사용 효율이 떨
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n×n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스위치를 구성하는 경우 기본적으
로 반얀망(Banyan network)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성능 감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대용량의 스위치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논리게이트를 최소화하고, 출력포트의 사용부하를 
균등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포트의 사용효율을 증가시키고, 라우팅 태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VD추출부, 
선입선출 선택부, 공유 선입선출부, 출력부 및 셀 계수부로 구성된 2n×n 다중화 스위치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n×n 스위치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2n×n 다중화 스위치 구조도

도 3은 도 2의 선입선출부 구성도

도 4는 도 3의 선입선출 주소 추출부 구성도

도 5는 도 2의 출력부 구성도

도 6은 도 5의 RFA 생성기 구성도

도 7은 도 5의 FRE 생성부 구성 

도 8은 도 5의 출력 셀 다중화부 구성도

도 9는 도 5의 셀 계수기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용량 ATM 교환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 n×n 다중화 스위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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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송 여부를 판단하는 VD 신호를 생성하는 VD 추출부, 공유(shared) 선입선출(First In First Out) 버
퍼를 선택하는 선입 선출(FIFO) 선택부, 출력부 및 셀 계수기(Cell Counter)로 이루어진 2 n×n 다중화
(Mux) 스위치의 구조에 관한것이다.

종래의 대용량 스위치의 구현 방안으로는 동일한 완전한 형태의 n×n 스위치를 이용하여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생각되어 지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출력 버퍼링 방식의 n×n 스위치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
다. 도 1에서 보듯이 n×n 스위치는 각 포트별로 n개의 포트 여파기(port filter), 선입선출 선택부, 공
유 선입선출부, 출력부가 존재한다.

즉, n×n 스위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n2개의 포트 여파기, n개의 선입선출 선택부, n개의 공유 
선입선출부, n개의 출력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스위치는 먼저 입력된 셀을 n개로 복사하여 각 포트의 
포트 여파기로 전달한다. 포트 여파기는 입력되는 셀이 자기 포트로 전송되어야 하는 셀인지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만약 입력되는 셀이 자기 포트로 전송되는 셀이면 포트 여파기는 이 셀을  선입 선출(FIFO) 선
택부로 전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트 여파기에서 셀을 폐기(discarding)시킨다. 

선입선출 선택부는 포트 여파기를 거쳐온 셀이 공유 선입선출(shared FIFO)부에 저장될 수 있게 하기 위
하여 저장할 선입선출 주소 및 전송로를 구성하고, 출력부는 매 셀타임마다 1개씩의 셀을 공유 선입선출
부에서 읽어내어 출력 포트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처럼 n×n 스위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를 요구하고, 또한 각 포트마다 구성되어 있는 공유 선입선출부가 서로 공유될 수 없어 필요한 
선입선출 버퍼가 상당히 커지게된다. 대용량을 구현하는 경우 출력 포트에 대한 완벽한 공유가 쉽게 구현
될 수 없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논리 게이트(logic gate)를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n
×n 스위치를 사용하여 대용량을 구현하면 기본적으로 반얀망(Banyan network) 형태의 구성을 가지게 되
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성능 감쇠가 불가피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n개의 출력 포트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 n
×n 스위치에서 요구하는 논리 게이트의 수를 최소화하고, 종래에 비해서 경로 설정 태그를 적게 이용하
며, 공통 버퍼형태의 스위치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성능의 감쇠를 최소화할 수 있는 2n×n 다중화 스위치
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2 n×n 다중화 스위치는 입력되는 셀의 라우팅 태그를 보고, 선입선출부에 저장하여야하
는 셀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신호를 만드는 VD 추출부와, 이 VD 신호를 이용하여 각 셀이 저장되어야 하
는 선입선출 버퍼를 선택하여 셀을 그 선입선출 버퍼측으로 전송하기 위한 선입선출 선택부, 2n 개의 선
입선출 버퍼로 구성되어 셀을 저장하는 공유 선입선출(shared  FIFO)부,  선입선출부에 저장된 셀(FO 0  ~ 

FO2n-1)을 읽어들여 출력포트측으로 전달하여 주는 출력부, 그리고 선입선출 선택부와 출력부로부터 온 정

보를 이용하여 현재 선입선출 버퍼부에 저장되어 있는 셀의 수를 계산하는 셀 계수부로 구성된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2 n×n 다중화 스위치의 
구조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 서는 2 n×n 다중화 스위치의 입력으로 2n개의 셀을 받아들이고, 각 입력포
트에 전송되는 셀은 매 셀타임에 유효한 셀 또는 더미 셀 형태로 입력되고, 2 n×n 다중화 스위치에서는 
매 주기마다 입력되는 2n개의 셀(I0 ~ I2n-1)중에서 라우팅 태그(routing tag)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셀을 

선택하여 선입선출(FIFO)부에 저장하였다가 출력 포트측으로 매 셀주기마다 n개의 셀을 출력(O0 ~ On-1)시

키게 된다. 

상기의 VD 추출부는 입력되는 셀이 2 n×n 다중화 스위치를 통과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셀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셀이면 0으로 아니면 1로 만들어 선입선출 선택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의 구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구조를 갖지는 않는
다.

선입선출 선택부는 2n 개의 VD 추출부를 거쳐서 온 셀(I0 ~ I2n-1)과 각 셀의VD 비트(VD0 ~ VD2n-1)를 참조하

여 각 셀이 저장되어야 하는 선입선출 버퍼를 선택하여, 셀을 그 선입선출 버퍼측으로 전송한다. 도 3은 
선입선출 선택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입선출 주소 추출부와 반얀 망(Banyan Routing network)으
로 구성된다. 도 4는 선입선출 선택부의 선입선출 주소 추출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2n개의 덧셈기와 2n개
의 버퍼로 구성된다.  덧셈기 0은  전번 셀타임에서 최종적으로 읽은 선입선출 주소 번호(FIFO  Address 
Buffer :FAB2n-1)에 VD0 가 ‘0’이면 1을 더하고, ‘1’이면 ‘0’을 더하여 다음 덧셈기의 입력으로 들어

가고, 동시에 결과가 버퍼에 저장된다. 

이 버퍼에 저장된값(FAB0 ~ FAB2n-1)들이 각 셀들이 저장되어야 하는 선입선출 버퍼부의 주소를 나타내고, 

다음 단의 반얀망에서 지나야할 경로를 나타내는 라우팅 태그로 사용된다. 반얀망에서는 FAB를 이용하여 
각 셀이 가야되는 공유 선입선출부의 선입선출 버퍼측으로 셀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2 n×n 다중화 스위치의 출력부를 나타낸 것이다. 

출력부는 2n개의 공유 선입선출부에서 저장된 셀을 라운드 로빈방식으로 저장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최대 n개까지 읽어내어 출력 포트로 셀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만약에 공유 선입선출 버퍼에 존재하
는 셀의 수가 n보다 작아지는 경우, 존재하는 만큼의 셀을 출력하고 나머지 출력 포트에는 더미 셀을 출
력한다. 출력부는 도 5에서와 같이 선입선출 읽기 인에이블(FIFO Read Enable :FRE) 생성기와, 읽기 선입
선출 주소(Read FIFO Address:RFA) 생성기와, 출력 셀 다중화(Output Cell Multiplexing) 부분으로 구성
된다. 도 6은 출력부의 RFA 생성기의 상세도로 n개의 덧셈기(adder)와 n개의 버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버퍼에는 읽어내야 하는 선입선출 주소부(FIFO Address)가 저장된다. 덧셈기 0는 한 셀 타임 이전에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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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읽혀진 선입선출 주소에 셀계수(Cell Count :CCNT)가 0이상이면 ‘1’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하여 다음 덧셈기에 입력됨과 동시에 결과가 버퍼 0으로 전송된다. 덧셈기 i는 이전 단의 덧셈
기(i-1)에서 들어온 입력값에 셀계수(CCNT)가 i이상이면 ‘1’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하여 
다음단의 덧셈기(i+1)와 버퍼(i)측으로 전송한다. 도 7은 출력부의 FRE 생성기로서, RFA 생성기에서 만들
어진 RFA 값을 이용하여 선입선출 주소 인에이블(FRE) 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도 7과 같이 4n+1개의 비
교기(Comparator)와  논리합(OR),  논리곱(AND)  게이트를  이용하여  구성될  수  있다.  비교기  0는  RFA0과 
RFAn-1을 비교하여 RFAn-1이 크면 ‘1’을, 작거나 같으면 ‘0’을 출력한다. 그리고, 각 FREk는 비교기 0

의 결과가 ‘1’이면 비교기 k0와 k1의 결과(Lk, Hk)를 논리합(AND)한 값을 가지고, ‘0’이면 논리곱(AN

D)한 값을 가진다. 이 FREk의 값이 ‘0’이면 k번째 선입선출 버퍼로부터 셀을 읽어들이고, ‘1’이면 k 

번째 선입선출 버퍼로부터 셀을 읽어들이지 않고 F0k를 더미셀로 만든다. 이렇게 읽어들여진 셀(F00~F02n-

1)은 출력 셀 다중화부(output cell multiplexing)로 보내진다. 

도 8의 출력 셀 다중화부는 RFA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RFA를 이용하여 읽혀들여진 셀(F00 ~ F02n-1) 중의 하

나를 선택하여 출력하게 된다. 즉, 출력 포트 0는 RFA0의 값 'X'에 따라서 X 번째 셀F0X 를 선택하게된다.

셀 계수기는 현재 공유 선입선출 버퍼부에 저장되어 있는 셀 수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도 9와 같이 두개의 
뺄셈기(subtractor)와 하나의 덧셈, 뺄셈기로 구성된다. 두개의 뺄셈기는 각각 이번 셀타임에 새로 저장
된 셀 수와 새로 읽혀져나간 셀 수를 계산하고, 하나의 덧셈 뺄셈기는 각각 이번 셀타임에 새로 저장되는 
새로 읽혀져 나간 셀 수를 계산하고, 하나의 덧셈, 뺄셈기는 한 셀 타임 전까지 공유 선입선출부에 저장
되어 있던 셀 수(CCNT)에 이번 셀타임에 새로 저장된 셀 수(New Sored Cell :NSC)를 더하고, 새로 읽혀진 
셀 수(New Read Cell :NSC)를 빼서 최종적으로 이번 셀 타임에 공유 선입선출부에 저장되어 있는 셀수를 
계산하고 그결과는 다음 셀 타임에 공유 선입선출 버퍼에서 읽어낼 선입선출 버퍼의 주소를 계산하기 위
하여 출력부의 RFA 생성기의 덧셈기에 인가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스위치를 2n×n 다중화 스위치와 n×n 출력용 스위치로 구성한 대용량의 2n×n 다중화 스위치
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스위치 전단에 2n×n 다중화 스위치인 다중화 망(Muxing Network)을 구성하
고, 셀을 최종 츨력용의 n×n 스위치쪽으로 다중화시켜주고, 최종 n×n 출력용 스위치가 셀을 최종 목적
지쪽으로 보내는 형태의 대용량 스위치에서 다중화 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스위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의 다른 어떤 스위치로 다중화 망을 구성하였을 때보다 각 출력 포트에 대해서 공평하게 부하의 평형
을 맞추어 줄 수 있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논리 게이트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라우팅 태그를 최소
화하여 반얀망에서 부하를 줄여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셀의 라우팅 테그를 보고 선입선출 버퍼에 저장되어야 하는 셀인지를 나타내는 VD 신호를 만드
는 2n개의 VD 추출부;

상기 VD 신호를 이용하여 각 셀이 저장하여야 할 선입선출 버퍼를 선택하여 셀을  상기 선입 선출 버퍼측
으로 전달하여 주는 선입 선출 선택부;

2n개의 공유 선입 선출 버퍼로 구성되어, 셀을 저장할 수 있는 공유 선입선출 버퍼부;

상기 선입 선출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셀을 읽어들여 출력 포트측으로 전달하는 출력부;

상기 선입선출 선택부와 상기 출력부로부터 온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공유 선입선출버퍼부에 저장되어 있
는 셀의 수를 계산하는 셀 계수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2n×n 다중화 스위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선입선출 주소 추출부에서는 덧셈기와 버퍼를 이용하여, 입력된 셀이 저장되어
야 할 선입 선출 버퍼주소(FIFO Address Buffer:FAB)를 만들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n×n 다중화 스
위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선입선출 선택부는 상기 선입선출 주소 추출부에서 만들어진 주
소를 이용하여 셀을 공유 선입선출 버퍼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얀망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n×n 다중화 스위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선입선출 선택부의 상기 선입선출 주소 추출부는 덧셈기와 버퍼를 이용하여 셀
이 저장되어야 하는 선입선출 주소를 선택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n×n 다중화 스위치.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2n×n 다중화 스위치의 출력부는, 읽어내야 하는 선입 선출 버퍼 주소를 선택하
는 읽기 선입선출 주소(Read FIFO Address:RFA) 생성기;

생성된 RFA 값을 이용하여 선입선출 읽기 인에이블(FIFO Read Enable:FRE) 신호를 생성하는 선입선출 읽
기 인에이블(FRE)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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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RFA 값을 이용하여 공유 선입선출 버퍼부에서 읽은 셀을 출력 포트측으로 전송하는 셀 다중화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2n×n 다중화 스위치.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의 읽기 선입선출 주소(RFA) 생성기는, 덧셈기와 버퍼를 이용하여 셀을 
읽어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n×n 다중화 스위치.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출력부의 선입선출 읽기 인에이블 (FRE) 생성기는, 비교기(comparator); 

논리곱(AND) 게이트;

논리합(OR) 게이트를 이용하여 선입선출 읽기 인에이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n×n 
다중화 스위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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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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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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