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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피엠이엠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프로세서에서 명령을 받은 PMEM 제어기(이하 I/O Processor)가 대용량 메모리(이하 PM)과

메인 메모리 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PMEM to Local copy)나, PM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사(PMEM to PMEM copy)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디스크 스트리밍 데이터의 메모리 복사를 줄임으로써

메인 프로세서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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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NSU, PCI 버스, NIC, I/O Processor, PCI 메모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를 장착한 개략적인 구성도,

도 2은 본 발명에 따른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장치의 내부 구성도,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SCSI to PMEM DMA 전송 방법의 흐름도,

도 4은 본 발명에 따른 PMEM to PMEM 카피 방법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PMEM to Local 메모리 카피 방법의 흐름도,

도 6는 본 발명에 따른 PMEM to NIC DMA 전송 방법의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Local Memory to NIC DMA 전송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NSU(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 20 : PCI 브릿지

30 : I/O 프로세서 40 : 디스크 제어기

50 : NIC(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어기) 60 : PCI 메모리

70 : PCI 버스 80 : SCSI 커넥터

90 : 네트워크 포트 100 :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버스

110 : 디스크 스토리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메인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face) 버스에 PMEM 제어기(이하 I/O Processor), SCSI(Small Component Small

Interface) 제어기, PCI 메모리(Peripheral Memory : 이하 PM), 기가 NIC(Network Interface Controller)를 별도로 둔

네트워크 스토리지(Network Storage : 이하 NS) 카드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데이터를 디스크에서 상기 PM으로 읽어들이

고, 상기 PM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NIC를 통해 zero-copy(네트워크에서 수신된 정보를 메모리 복사없이 사용자에게

바로 제공하거나, 디스크에 저장된 컨텐츠 등의 데이터를 메모리 복사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제공)로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망으로 송신하는 데이터를 메인 프로세서의 부하 및 공용 버스의 병목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고품질 스트리밍 데이

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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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고화질의 동영상서비스나 오디오 스트림 데이터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있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대역폭과 인터넷 서버의 성능 제한으로 인하여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마이크

로프로세서 및 메모리의 성능은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의 구조와 소프트웨어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일반 데이터에 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로 전달되는 스트림 데이터인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는 크기가 매우 크나, 기

존 인터넷 서버에서의 스트림 데이터 처리기술은 메인 프로세서에서 처리하다보니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서버의

성능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전송 대역이 높아 감에 따라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컴퓨터 서버의 기능은 더욱 높은 성

능의 처리 효율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멀티미디어 서버가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버의 운영체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하드웨

어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메인 프로세서 레벨에서 수행되던 TCP/IP 기능을 별도 프로

세서를 둔 기능인 TOE (TCP/IP Offload Engine)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즉, TOE 하드웨어가 운영체제에서 수행하던 TCP/IP 기능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서버의 프로세서를 90% 이상 사용하여

서버 성능을 주요 감소 요인이었던 TCP/IP 수행 부분을 덜게 되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빠른 TOE

의 수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 TOE(TCP/IP Offload Engine)에 관한 기술은 Alacritech에서 제시한 PM(Peripheral Memory)영역을 메인 메모리

영역으로 복사하지 않고 하드웨어에서 직접 접근해서 네트워크로 전송함으로써 메모리간 복사 없이 zero-copy 형태로

PM에서 전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Laurence B. Boucher, Stephen E. J. Blightman, Intelligent network

Interfaced Device and System For Accelerated Communication, USA Patent Number: 6,427,173 B1, Date of

Patent: Jul. 30, 2002.) 하드디스크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독립된 형태로 구성되어 IP 케이블로 IP 망

에 접속되어 있는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이 미들웨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디스크에 관한 특허도 여러 편이

있으며 다음도 그러한 경우의 하나이다. (하드디스크 시스템, KOREA Patent Number: 특2003-0013815, Date of

Patent: 2월15일. 2003)

그러나, 상기한 발명은 TOE를 사용하여도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디스크 접근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여전

히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호스트 프로세서에 많은 부하가 걸려 부적합하며, 또 하나는 각 요소를 따로 구비하여

야하는 큰 단점이 있으며, 중소규모의 저장장치를 요하는 곳에만 적합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저장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프로세서에서 명령을 받은 I/O 프로세서(Input/Output Processor)가 대용량 메모리 PM과 메인 메모

리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PMEM to Local copy)나 I/O 프로세서 내의 DMA 컨트롤러에 의한 PM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

사(PMEM to PMEM copy)의 프로세서를 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

송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용량의 데이터 블록을 복사할 경우에만 메인 프로세서에서 명령

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장치는, 내부에 어드레

스를 지정하는 레지스터가 구비되어 메인 프로세서가 요청한 버스 트랜잭션이 NSU에 접근할 경우, 전달된 트랜잭션을 로

컬 PCI 버스로 전달하는 PCI 버스 브릿지와, NSU 외부의 메인 PCI 버스와 분리되고, NSU 내부 각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

을 위한 내부 로컬 PCI 버스와, NSU에 연결되는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병렬로 연결하여 메인 프로세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크로 전달된 데이터를 소량의 데이터 군으로 나누어 디스크에 저장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디스크 제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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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U 내부에 고유의 메모리를 두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완충하는 PM 및 상기 PM의 크기를 지정하

는 레지스트를 내장하여 제어하고, 메인 프로세서의 명령을 받아 네트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상기 PM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사 또는 PM과 메인 메모리 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를 통해 SCSI 컨트롤러가 디스크에서 읽어서 PM에 저장하고, NI

컨트롤러가 상기 데이터를 PM에서 읽어서 DMA 방식으로 전송하는 PMEM 제어기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방법은, 메인 프로세서

로부터 명령을 받아 PMEM의 일정영역을 사용자 메모리 영역으로 맵핑하여 해당 PCI 메모리 영역에 대한 가상주소를 얻

은 다음, 상기 PMEM 영역으로 SCSI 디스크 블록 읽기를 요청하는 단계와, SCSI 컨트롤러에 의해 읽혀진 해당 디스크 블

록의 데이터를 DMA를 통해 해당 PMEM 영역에 저장하는 SCSI to PMEM copy 단계와, 상기 PMEM 영역에 저장된 데이

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해 NIC의 DMA에 명령을 내리는 단계 및 상기 NIC의 DMA가 PCI 버스 및 메인 PCI 버스의

작업여부를 확인한 후, 읽혀진 데이터를 Checksum offloading 수행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카드를 장착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은 메인 프로세서(1)들이 프로세서 버스(2)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프

로세서 버스(2)에는 메인 메모리(4)에 접근하거나 메인 PCI 버스(5)를 연결하는 버스 브릿지(3)가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

어진다.

또한, 상기 버스 브릿지(3)는 메인 프로세서(1)들에 의해 수행되는 명령어에 대한 버스 트랜잭션이 프로세서 버스(2)에 나

타나면 이를 분석하여 어느 장치를 접근하는 버스 트랜잭션인지를 알아낸다.

대부분 이러한 과정은 어드레스 버스에서 구동되는 어드레스로써 판단되며, 어드레스 영역이 각 장치별로 할당되어 있다.

만약에 프로세서 버스(2) 트랜잭션이 메모리 영역을 접근하며, 메인 메모리(4)를 접근하고 주변장치를 접근하면 메인 PCI

버스(5)로 버스 트랜잭션을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스토리지 연결장치(10)는 메인 PCI 버스(5)에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 가능한 장치 개수만큼 장착

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장치(Network-Storage Unit, 이하에서는 간단히 NSU라 함)(10)는 위로는 메인 PCI

버스(5)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동작되며, 아래로는 디스크 스토리지(110) 및 이더넷(Ethernet)과 같은 네트워크 장치에 연

결된다.

따라서, 버스 브릿지(3)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인 프로세서(1)의 요구를 받아 들여 디스크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스

토리지를 읽거나 쓰기를 하고, 네트워크의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도 2는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장치의 내부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NSU(10)는 크게 PCI 버스(70)와 NSU(10)와의 원활한 트랜잭션을 위한 PCI 버

스 브릿지(20), 저장장치를 관여하는 디스크 제어기(40) 및 디스크(110), 높은 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위해 메인 프로세서

(1)와 별도로 NSU(10)에 프로세서를 둔 입출력 프로세서(30) 및 PCI 메모리(60), 네트워크와 관계있는 NIC(50)로 구성된

다.

먼저, 상기 PCI 브릿지(20)는 메인 프로세서(1)가 요청한 버스 트랜잭션이 상기 NSU(10)를 접근하는 경우 메인 버스 브릿

지(3)에 의해 메인 PCI 버스(5)를 거쳐 전달된 이 트랜잭션을 다시 상기 NSU(10)의 PCI 버스(5)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따라서, 상기 PCI 브릿지(20)는 내부에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레지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의 초기화 작업이 진

행되는 동안에 상기 NSU(10)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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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CI 브릿지(20)는 상기 NSU(10) 내부에서 진행되는 버스 트랜잭션에 대하여 이를 메인 프로세서(1)에게 알리기 위

해 사용되거나, 혹은 메인 메모리(4)를 접근하는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경우에 이를 메인 버스 브릿지(3)에 전달하고, 프로

세서에 의해 진행되는 버스 트랜잭션이 PCI 장치를 접근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서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PCI 브릿지(20)는 상기 I/O 프로세서(PMEM 제어기)(30), NIC(Network Interface Controller)(50), SCSI

(Small Component Small Interface) 제어기(40)를 서버 플랫폼의 메인 PCI 버스(5)에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기 세 장치들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PCI 버스(70) 트랜잭션이 서버 플랫폼의 메인 PCI 버스(5)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지(110)와 상기 PM(60)간 또는 네트워크와 PM(60)간의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서

버 플랫폼의 PCI 버스(70)를 다른 PCI 장치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서버의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PCI 버스(70)의 분리는 위의 세 장치들 간의 데이터 전송이 서버 플랫폼의 PCI 버스(70) 트랜잭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여 상기 PCI 버스(70)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스토리지(110)와 네트워크 장치가 모두 플

랫폼의 PCI 슬롯을 점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NS 장치(10) 자체의 성능상의 이점이 될 수 있다.

상기 PCI 버스(70)는 메인 PCI 버스(5)와 분리되어 구성되며, 이에 상기 NSU(10) 내부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간의 버스 트랜잭션이 메인 PCI 버스(5)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게 됨으로써 메인 PCI 버스(5)의 버스 트래픽을 급격히 감소

시킬 수 있다.

상기 디스크 제어기(40)는 여러 개의 디스크(110)를 병렬로 연결하여 디스크 접근이 또 다른 병목 현상으로 되는 것을 막

고, 내부에 디스크(110)를 스트라이핑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개의 디스크(110)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

할 수 있다.

상기 디스크 스트라이핑은 메인 프로세서(1)나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크(110)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구가 들어오

는 경우에 대량의 데이터를 소량의 데이터 군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각각의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장하게 되

면 동시에 모든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 디스크 인터페이스 버스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SCSI(Small Component Small Interface)(80)프로토콜이다.

상기 SCSI는 IDE보다 CPU 점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SCSI 프로토콜은 데이터 전송 능력이 최근 들어 160 MBps 혹은

320 MBps 정도에 이르고 있어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스크 스트라이핑 방식이 사용된

다.

상기 PCI 메모리(PM)(60)는 상기 NSU(10) 내부에 고유의 메모리를 두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완충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경우에 상기 I/O 프로세서(30)는 디스크(110)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1.6GB/s의 고속으로 PCI 메모리(60)에 저장하고, 저장된 PCI 메모리(60)의 내용은 다시 NIC(50)를 통

해서 네트워크로 전송된다.

상기한 I/O 프로세서(30)는 상기 PCI 메모리(60)를 제어하며, 내부 PCI 메모리(60)의 크기를 지정하는 레지스터를 내장하

고 있다.

또한, 메인 프로세서(1)의 명령을 받아 네트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PM(60)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사 또는 PM(60)과 메

인 메모리(4) 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를 통해 SCSI 컨트롤러가 디스크(110)에서 읽어서 DMA 방식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메인 프로세서(1)에서 직접 읽기/쓰기를 하지 않고 상기 I/O 프로세서(30)가 담당하는 이유는 모든 프로세서가 읽

기 처리속도 보다 쓰기 속도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I/O 프로세서(30)가 쓰기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기 NS 장치(10)에서는 NIC(50)와 SCSI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 호스트의 메인 메모리(1)를 사용하지 않고, 해

당 장치와 같은 PCI 버스(70) 세그먼트 내에 있는 PM(60)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구조를 취하게 되는

데, 상기 I/O 프로세서(30)가 상기 PM(60)와 메인 메모리(4) 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나 상기 PM(60)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사를 가속하기 위한 DMA(Diret Memory Access) 컨트롤러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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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데이터의 복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용량의 데이터 블록을 복사할 경우에만 메인 프로세서에서 명령

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SCSI to PMEM DMA 전송 방법의 흐름도로써, 상기 SCSI to PMEM copy 하기 위해 상기 SCSI 컨

트롤러는 SCSI 디스크와 연결되어 SCSI 디스크를 제어하면서 디스크 입출력을 처리한다.

그리고, 상기 I/O 프로세서(30)는 PMEM에 대해서 PCI 주소영역을 보여주고 그 입출력을 처리한다.

상기 SCSI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PMEM으로 전송하기 위해 먼저, 상기 I/O 프로세서(30)는 SCSI to PMEM copy하

기 위해 메인 프로세서(1)로부터 스트리밍하고자 하는 데이터 패킷을 상기 PMEM의 어느 위치에 카피할 것인가에 대한 계

산명령(S200)을 전송받아 스트리밍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디스크의 어느 주소에 있는지를 계산한다(S210).

그리하면, 상기 SCSI 장치는 DMA 제어기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S220), 다른 작없이 없을 경우 상기 NS 카

드(10)에 있는 PCI 버스(70)의 사용권을 얻어(S230) 상기 SCSI DMA 제어기가 디스크에서 PCI 메모리로 DMA 전송 명령

을 내린다(S240).

도 4은 본 발명에 따른 PMEM to PMEM copy 방법의 흐름도로써, 메인 프로세서(1)가 PMEM to PMEM copy 하기 위해

상기 I/O 프로세서(30)에게 명령을 내리면(S300), 상기 I/O 프로세서(30)는 스트리밍할려고 하는 데이터 블록 사이즈를

계산하다(S310).

상기 I/O 프로세서(30)는 상기 PMEM 내에 있는 데이터 패킷의 시작과 끝주소를 알아내어(S320) DMA 제어기가 다른 작

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S330),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면 상기 DMA에 PMEM to PMEM copy 전송 명령을

내린다(S340).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PMEM to Local 메모리 카피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PMEM to Local 메모리 카피 방법은, 메인 프로세서(1)가 Local Memory copy 하기 위해

상기 I/O 프로세서(30)에 명령을 내리면(S400), 상기I/O 프로세서(30)는 PMEM to Local Memory copy 하기 위해 스트

리밍하려고 하는 데이터 블록 사이즈를 계산한다(S410).

그런 다음, 상기 PMEM 내에 있는 데이터 패킷을 PMEM 시작주소와 끝주소를 계산하고(S420), Local Memory내 있는 데

이터 패킷의 시작주소와 끝주소를 알아낸 후(S430), 상기 PCI 버스(70)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DMA 제어기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S440), 상기 DMA에 PMEM to Local Memory copy 전송명령을 내린다(S450).

도 6는 본 발명에 따른 PMEM to NIC DMA 전송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PMEM to NIC DMA 전송 방법은, 상기 입출력 프로세서(30)가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해 NIC 카드(10)의 DMA에 명령을 내린다(S500).

상기 NIC 카드(10)는 DMA 제어기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S510)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 NS 카드(10)에 있

는 PCI 버스(70)의 사용권을 얻는다(S520).

그런 다음, 네트워크로 전송하려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시작주소에 대해 헤더들(IP, TCP 헤더, UDP 헤더)이 메모리 주소

상에서 연속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떨어져 있더라도 헤더를 상기 NIC(50)가 DMA로 접근가능하도록 Scatter/Gather 및

IP, TCP 헤더, UDP 헤더가 포함하는 Checksum 값을 CPU가 계산하지 않고, 상기 NIC(50)가 계산함으로써 zero-copy

로 전송시 CPU 기능이 필요없는 Checksum offloading을 수행하여 상기 PMEM에 저장된 데이터 헤더를 상기 PCI 메모

리(60)를 통해 NIC(50) 장치로 DMA 전송한다(S530).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Local Memory to NIC DMA 전송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I/O 프로세서(30)가 네트워크로 데이터 전송하기 위해 NIC 카드(50)의 DMA에 명령을 내

린다(S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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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면, 상기 NIC 카드(50)는 DMA 제어기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S610)수행중인 작업이 없는 경우, 상기 NS

카드(10)에 있는 PCI 버스(70) 및 메인 PCI 버스(5) 사용권을 얻은 후(S620), 상기 Local Memory내 있는 데이터 패킷을

상기 DMA를 통해 읽어서 Checksum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상기 Local Memory에서 NIC(50) 장치로 DMA 전송명령을 내린다(S630).

이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 전송과 스토리지 읽기 동기화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본 발명에 따른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장치 및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서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광자기디스크, 시디 롬, 롬, 램 등의 기록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

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을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기재된 청구범위 내에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저장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메인 프로세서에서 명령을

받은 I/O 프로세서가 PM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사(PMEM to PMEM copy)나, PM과 메인 메모리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

(PMEM to Local copy)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SCSI 컨트롤러가 디스크에서 읽어서 상기 I/O 프로세서에 부착된 PM에 저

장하고, NIC가 데이터를 PM에서 읽어서 전송하는 zero-copy 전송방법을 취함으로써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에서는 NIC

와 SCSI 장치가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 호스트의 로컬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장치와 같은 PCI 버스 세그먼트 내

에 있는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하여 데이터전송 속도를 향상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디스크의 스트리밍 데이터의 메모

리 복사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메인 프로세서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QoS(Quality of

Service)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PMEM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레지스터가 구비되어 메인 프로세서가 요청한 버스 트랜잭션이 NSU에 접근할 경우, 전달된

트랜잭션을 로컬 PCI 버스로 전달하는 PCI 버스 브릿지;

NSU 외부의 메인 PCI 버스와 분리되고, NSU 내부 각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내부 로컬 PCI 버스;

NSU에 연결되는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병렬로 연결하여 메인 프로세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크로 전달된 데이터

를 소량의 데이터 군으로 나누어 디스크에 저장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디스크 제어기;

NSU 내부에 고유의 메모리를 두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완충하는 PM; 및

상기 PM의 크기를 지정하는 레지스트를 내장하여 제어하고, 메인 프로세서의 명령을 받아 네트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상기 PM내에서의 데이터 블록 복사 또는 PM과 메인 메모리 간의 데이터 블록 복사를 통해 SCSI 컨트롤러가 디스크에서

읽어서 PM에 저장하고, NI 컨트롤러가 상기 데이터를 PM에서 읽어서 DMA 방식으로 전송하는 PMEM 제어기로 구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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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EM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방법에 있어서,

(a)메인 프로세서로부터 명령을 받아 PMEM의 일정영역을 사용자 메모리 영역으로 맵핑하여 해당 PCI 메모리 영역에 대

한 가상주소를 얻은 다음, 상기 PMEM 영역으로 SCSI 디스크 블록 읽기를 요청하는 단계;

(b)SCSI 컨트롤러에 의해 읽혀진 해당 디스크 블록의 데이터를 DMA를 통해 해당 PMEM 영역에 저장하는 SCSI to

PMEM copy 단계;

(c)상기 PMEM 영역에 저장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해 NIC의 DMA에 명령을 내리는 단계; 및

(d)상기 NIC의 DMA가 PCI 버스 및 메인 PCI 버스의 작업여부를 확인한 후, 읽혀진 데이터를 Checksum offloading 수행

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방

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e)상기 메인 프로세서의 명령에 의해 스트리밍하려는 데이터 블록 사이즈를 계산하고, 상기 PMEM 영역내에 있는 데이터

패킷의 시작과 끝주소를 알아내어 DMA 제어기를 통해 PEME to PMEM copy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f)상기 메인 프로세서의 명령에 의해 스트리밍하려는 데이터 블록 사이즈 및 상기 PMEM 영역내 데이터 패킷의 시작과

끝주소를 알아내고, Local Memory내 있는 데이터 패킷의 시작과 끝주소를 알아낸 후, 상기 DMA 제어기를 통해 PMEM

to Local copy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

송 방법.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하려는 스트리밍 데이터의 시작주소에 대한 Checksum offloading 및 Scatter/Gather을 수행하여

상기 PMEM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을 상기 (e)단계를 통해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

트리밍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상기 PM과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블록을 상기 (f)단계를 통해 DMA로 읽어 Checksum을 수행하여 네트워크로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MEM 제어기를 이용한 고속 스트리밍 데이터 전송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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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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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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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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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0553348

- 12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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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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