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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시스템 및 방법

요약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직병렬변환부는 프로세서, 입출력장치 및 메
인메모리의 병렬버스와 직렬버스사이에 위치하여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경한다. 버퍼부는 직병렬변환부로부터 수신한 직렬데이터를 저장한다. 스케줄러
는 버퍼부에 저장된 직렬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한다. 스위치부는 스케줄러의 출력순서에 따라 버퍼부로부터 출력
된 직렬데이터를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
모듈로 출력한다. 이로써, 활성모듈과 대기모듈은 직렬의 고속데이터 전송채널을 이용하여 연결되므로 수 미터이상
의 거리를 가진 대기모듈과 연결이 가능하며 수백 MHz 이상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병렬데이터, 직렬데이터, 장치식별정보, 메인메모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시스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직렬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변환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스위치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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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에 따른 스케줄러의 스케줄방법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전달방법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그리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중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활성모듈과 대기모듈의 메모리데이터의 일관성
을 유지하고 최소의 시간내에 최소 데이터전송을 통한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 쓰기 이중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결함 허용 시스템은 하드웨어 고장 및 소프트웨어 에러 발생에 무관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되도록 구성된 시스
템 레벨의 무정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함 허용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 기능을 백업할 수 있는
대기 모듈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되는 대기 모듈의 수 및 형태에 따라 결함 허용 시스템 구현 방법이 달라
지게 된다.

교환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용자에 의해 언제든지 유지 보수가 가능하므로, 의료장비, 비행제어시스
템, 인공위성, 무기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많은 양의 하드웨어 대기 모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환시스템은 시스템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의 모듈과 시스템기능을 백업할 수 있는 한 개의 대기 모듈로 구성되며,
이를 이중화 방식이라고 한다. 전전자 교환기는 높은 신뢰성과 가용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위해 중요기능에 대해서는 이중화형태로 결함 허용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화 방식에서는 활성모듈과 대기모듈의 메모리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동시쓰기 방법을 이용한다.
동시쓰기란 활성 모듈에서 수행된 메모리 쓰기 동작이 대기 모듈에서도 동일한 쓰기 동작을 발생 시켜 항상 메모리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후, 활성 모듈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대기모듈에서 시스템 기능을 계승 받아 시스템 레벨
에서는 장애와는 무관하게 서비스를 연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함 허용 시스템의 한 방법이다.

종래의 동시 쓰기 이중화 장치에는 한국공개특허공보 제1997-069476에 개시된 밀결합 허용 시스템에서의 메모리
버스확장에 의한 동시 쓰기 이중화 장치가 있다. 종래의 동시 쓰기 방식에 의한 결함 허용 시스템은 프로세서의 로
컬 버스 또는 메모리와 메모리 제어기 사이의 버스를 확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프로세서의 클럭이 수 GHz가 됨에 따라 시스템의 병목 요소로 작용하는 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버스 클
럭도 수 백 MHz로 증가하였다. 로컬버스 및 메모리버스는 버스 클럭에 동기를 맞추어 동작하는 병렬동기버스로서
버스 클럭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 무결성 및 기타 원인에 의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리의 제약을 받게 된다. 즉,
종래의 동시 쓰기 방식은 수 GHz를 사용하는 현재의 고성능 프로세서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프로세서 및 버스 클럭의 증가에 따라 병렬버스의 확장에 의한 동시쓰기방
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단시간에 최소의 데이터전송에 의해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프로세서 및 버스 클럭의 증가에 따라 병렬버스의 확장에 의한 동시
쓰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단시간에 최소의 데이터전송에 의해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방
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시스템은,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 및 메인메모리의 병렬버스와 직렬버스사이에 위치하여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경하여 직렬버스로 출력하는 직병렬변환부; 상기 직병렬변환부로부터 수
신한 직렬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부; 상기 버퍼부에 저장된 직렬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는 스케줄러; 및 상기 스
케줄러의 출력순서에 따라 상기 버퍼부로부터 출력된 직렬데이터를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로 출력하는 스위치부;를 갖는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항 이중화방법은, 프로세서, 입출력장
치 및 메인메모리의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경하여 직렬버스로 출력하는 단계; 상기 직렬버스로 출력된 직렬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직렬데이
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출력순서에 따라 상기 저장된 직렬데이터를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
보에 해당하는 장치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로 출력하는 단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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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활성모듈과 대기모듈이 직렬의 고속데이터 전송채널을 이용하여 연결되므로 수 미터이상의 거리를 가진 대
기모듈과 연결이 가능하며 수백 MHz 내지 수 GHz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시스템 및 방법을 상
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동시쓰기 이중화 시스템은 활성모듈(100) 및 대기모듈(150)로 구성된다. 활성모
듈(100) 및 대기모듈(150) 각각은 프로세서(102,152), 메인메모리(104,154), 입출력장치(106,156), 직병렬변환부
(108,110,112,158,160,162), 직렬스위치부(114,164) 및 모듈절체부(미도시)로 구성된다.

프로세서(102,152), 메인메모리(104,154) 및 입출력장치(106,156)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블록을 도시한 것이므로
시스템에 따라 그 외의 장치가 추가될 수 있다.

직병렬변환부(108,110,112)는 프로세서(102), 메인메모리(104) 및 입출력장치(106)의 병렬버스를 직렬버스와 연
결하는 역할을 하며,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의 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202)를 포함하는 직렬
데이터(200)로 변환하여 직렬버스로 출력하고, 직렬버스로부터 수신한 직렬데이터(200)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하여
병렬버스로 출력한다. 직렬버스의 출력은 LVDS(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LVDS기술을 이용할 경우 신호의 전달거리는 수 미터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직병렬변환부(108,110,112)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직렬스위치부(114)는 직렬버스로 연결된 직병렬변환부(108,110,112)로부터 수신한 직렬데이터(200)를 직렬데이
터(200)의 장치식별정보(202)를 기초로 스위칭 동작을 수행한다. 즉, 직렬스위치부(114)는 장치식별정보(202)에
해당하는 목적지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로 직렬데이터(200)를 출력한다. 또한, 직렬데이터(200)의 장치식별정보
(202)에 해당하는 장치가 메인메모리(104)인 경우에는 시스템 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
(164)로 직렬데이터(200)를 출력한다.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는 수신한 직렬데이터(200)를 대기모듈
(150)의 메인메모리(152)로 출력한다. 직렬데이터(200)의 장치식별정보(202)는 프로세서(102)에 의해 할당된 논
리적인 값이거나, 시스템의 각 장치에 물리적으로 부여된 고유한 값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동시쓰기 과정에 대한 예를 들면, 시스템 기능을 현재 수행하는 활성모듈(100)의 프로세서(102)가
메인메모리(104)에 특정 데이터를 쓸 경우 프로세서(102)의 직병렬변환부(108)는 프로세서(102)로부터 출력된 병
렬데이터를 메인메모리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환한다. 활성모듈(100)의 직렬스위치부(114)
는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메인메모리(104)로 직렬데이터를 출력할 뿐만 아니라,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로 직렬데이터를 출력한다.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는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
를 이용하여 대기모듈(150)의 메인메모리(154)와 연결된 직병렬변환부(158)로 출력한다. 직렬데이터를 수신한 대
기모듈(150)의 직병렬변환부(158)는 직렬데이터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하여 메인메모리로 출력한다. 활성모듈(100)
의 직렬스위치부(114)와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는 동시쓰기를 위한 고속 데이터 전송채널을 통하여
연결된다.

본 발명에 따른 결함허용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시스템에서 소스장치로부터 목적지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
함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량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하여 Overlaid 데이터전송방법을 사용한다. Overlaid 데이터전
송방법에 대하여는 도 6b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모듈절체부(미도시)는 활성모듈(100)의 치명적인 에러에 의해 더 이상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체과정을 수행하여 대기모듈(150)이 활성화되어 시스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치명적인 에러에 의해 절체과
정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세서(102)는 프로세서(102)내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프로세서(102)와 연결된 직병렬변환
부(108)는 프로세서(102)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메인메모리(104)에 해당하는 장치식별정보(202)를 포함하
는 직렬데이터(200)로 변환한다. 직렬스위치부(114)는 직렬데이터(200)를 메인메모리(104)가 연결된 직렬버스 및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로 출력한다.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는 대기모듈(150) 메인메모
리(154)로 직렬데이터(200)를 출력한다. 이로써, 치명적인 에러발생전에 활성모듈(100)에 존재한 모든 데이터가
대기모듈(150)로 동시쓰기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직렬데이터(200)는 장치식별정보(202), 읽기/쓰기(R/W)(204), 데이터길이(206).
에러타입(Error Type)(208), Reserved필드(210), 확장 어드레스(212), 어드레스(214), 데이터(216) 및
CRC(218)를 포함한다.

장치식별정보(202)는 장치에 할당된 장치 식별자로서 논리적으로 구분된 값이거나, 각 장치에 물리적으로 부여된
고유한 값일 수 있다. 시스템의 각 장치의 주소에 관한 어드레스 맵에 따라 장치식별정보(202)가 설정된다. 어드레
스(address) 맵은 각 장치의 입출력을 위하여 할당된 주소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면, 0000H-1FFFH는 ROM, 2000H--3FFFH는 RAM, F000H-FFFFH는 데이터통신을 위한 입출력주소인
경우에 직병렬변환부(108,110,112)는 0000H-1FFFH사이의 어드레스를 가진 병렬데이터를 ROM의 장치식별정
보(202)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200)로 변환하고 2000H-3FFFH사이의 주소를 가진 병렬데이터를 RAM의 장치
식별정보(202)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200)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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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쓰기(204)는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동작 형태가 읽기/쓰기인지를 나타내며, 데이터길이(206)는 데이터의 총
길이를 나타낸다. 에러타입(208)에는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는 중 장치에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에러가 기록된다. 에러가 발생하면 직렬데이터(200)의 에러타입(208)에 에러를 기록하고 직렬데이터(200)의 어드
레스(214)와 함께 소스장치로 전송한다. 이 경우에 장치와 장치사이는 전이중(full-duplex) 통신방식을 이용한다.

Reserved필드(210)는 추후 추가로 어드레스를 확장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할당된 필드이다. 확장
어드레스(212)는 기본적인 어드레스보다 더 넓은 어드레스를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어드레스(214)는 각 장치의 입출력을 위하여 할당된 주소영역을 말한다. 데이터(216)는 병렬버스에서 발생한 데이
터이다. CRC(218)는 데이터프레임이 전송되는 도중 장애 발생 유무를 목적지 장치가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목적지 장치가 CRC를 이용하여 장애를 감지하면 에러타입(208)에 CRC 장애 정보를 기록한다.

도 3a은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변환부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a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변환부는 병렬버스 트랜시버부(300), 제1데이터변환부(310), 제2데이터
변환부(320) 및 직렬버스정합부(330)로 구성된다.

병렬버스 트랜시버부(300)는 병렬버스와 정합되어 병렬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병렬버스 트랜시버부(300)는 전이중
통신방식을 지원한다. 제1데이터변환부(310)는 병렬버스 트랜시버부(300)에 의해 수신되는 병렬데이터를 데이터
의 목적지 장치식별정보(202)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200)로 변환한다. 제2데이터변환부(320)는 직렬버스정합부
(330)로부터 수신한 직렬데이터(200)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한다. 직렬버스정합부(330)는 직렬버스와 정합되어 직
렬데이터(200)를 송수신한다. 직렬버스정합부(330)는 전이중 통신방식을 지원한다.

도 3b는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변환부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3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변환부는 직렬버스로부터 병렬버스로의 변환을 위한 구성으로 제1직렬버
스정합부(350), 입력직병렬변환부(352), 입력버퍼제어부(354), 입력버스정합부(356), 버스중재부(358) 및 양방향
트랜시버부(360)를 포함하고, 병렬버스로부터 직렬버스로의 변환을 위한 구성으로 출력버퍼제어부(362), 출력버스
정합부(364), 출력16비트버스변환부(366) 및 제2직렬버스정합부(368)를 포함한다.

우선, 직렬버스로부터 병렬버스로의 변환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1직렬버스정합부(350)는 직렬버스와 정합되며, 직렬버스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초로 복구클럭(Recover
Clock)을 생성하는 PLL, LVDS와 같은 differential 신호를 single-ended신호로 변경하는 수단, PLL에서 수신한
직렬 클럭에 동기하여 입력직병렬변환부(352)로 직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구성된다. 복
구클럭을 사용하는 이유는 직렬버스에 클럭을 사용할 경우 신호 무결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
명은 직렬버스에서 클럭을 사용하지 않고 TDM(Time Division Module)방식에서 사용하는 복구 클럭방법을 사용
한다.

양방향 트랜서버부(360)는 병렬버스와 정합하여 병렬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입력직병렬변환부(352)는 내부의 쉬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를 이용하여 제1직렬버스정합부(350)로부터 수
신한 데이터를 16비트 데이터로 변경한다. 16비트 데이터로 변경하는 이유는 직렬 버스를 병렬 버스로 변경하고 병
렬 버스를 직렬버스로 변경하는 물리계층의 상용 장치들 대부분이 16비트 정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력직
병렬변환부(352)는 상용 장치들의 구성에 따라 16비트 이외의 비트로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직렬버
스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는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구조를 가진다.

입력직병렬변환부(352)는 직렬데이터의 CRC필드를 확인하여 수신된 데이터의 CRC 값과 내부적으로 계산된 CRC
값을 비교하여 에러를 검출하고 장애취합처리부(미도시)로 장애발생(에러)과 관련된 신호를 출력한다. 그러면, 장
애취합처리부는 프로세서(102)에 인터럽트 형태로 장애발생을 알린다.

입력직병렬변환부(352)는 입력버퍼쓰기 신호를 활성화하여 직렬데이터에 포함된 어드레스(214), 데이터(216) 및
제어신호를 내부어드레스, 내부데이터 및 내부 제어신호로 변경하여 입력버퍼제어부(354)로 전송한다. 전송된 데
이터는 입력버퍼제어부(354)에 저장된다.

입력버퍼제어부(354)는 병렬 버스 한 개 동작에 해당하는 정보가 입력버퍼제어부(354)에 저장되면, 입력버퍼준비
신호를 입력버스정합부(356)로 송신한다.

입력버스정합부(356)는 입력버퍼제어부(354)로부터 입력버퍼준비신호를 수신하면 병렬버스 소유권을 가지기 위
하여 내부버스사용요청 신호를 버스중재부(358)로 출력한다. 입력버스정합부(356)는 버스중재부(358)로부터 내부
버스사용승인 신호를 수신하면 내부버스사용승인 신호를 즉각 양방향 트랜시버부(360)로 송신한다. 내부 버스 사
용승인 신호는 양방향 트랜시버부(360)를 거쳐 병렬버스로 출력된다. 이 신호가 병렬 버스상에 출력되면 다른 장치
들은 버스 소유권이 직병렬변화부(108,110,112)에 있음을 감지하여 더 이상 병렬 버스상에서 관련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버스중재부(358)는 외부장치로부터 외부버스사용요청과 입력버스정합부로부터의 내부버스사용요청을 수신하면
외부버스사용 신호의 활성화 유무를 기초로 내부 중재 알고리즘에 의해 적절하게 버스 소유권을 각 장치에 할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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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버스중재부(358)가 외부버스사용 신호를 참조하는 이유는 병렬 버스상에서는 동시에 두개의 버스 마스터가 존
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병렬버스로부터 직렬버스로의 변환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출력버퍼제어부(362)는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정보 즉, 어드레스, 데이터 및 제어신호를 저장한다.

출력버스정합부(364)는 병렬버스에서 발생한 어드레스 및 데이터에 대한 응답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함으로써 병렬
버스의 동작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병렬버스마스터 장치에게 알려준다. 또한, 출력버스정합부(364)는
병렬버스로부터 수신되는 입력어드레스, 입력데이터 및 관련 입력제어신호를 출력버퍼제어부(362)에 저장하기 위
한 출력버퍼쓰기 신호를 생성한다. 이 때 출력버스정합부(364)는 출력버퍼제어부(362)로부터 더 이상 정보를 저장
할 수 없다는 출력버퍼넘침(Output Buffer Full)신호를 수신하면,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버
퍼에 저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병렬버스마스터 장치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병렬버스로 장애발생에 관련된 신호를 전
송한다.

출력버퍼제어부(362)는 출력버퍼빔(Output Buffer Empty)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내부 버퍼에 관련 정보가 저장되
어 있음을 출력16비트버스변화부(366)에게 통보한다.

출력16비트버스변환부(366)는 출력버퍼제어부(362)로부터 출력버퍼빔 신호를 수신하면 출력버퍼읽기신호를 출력
버퍼제어부로 출력하여 16비트 단위로 출력버퍼제어부(362)로부터 해당 정보를 읽어온다. 이 때 출력버퍼제어부
(362)는 64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출력16비트버스변환부(366)는 버스 클럭의 4배의 클럭을 PLL(미도시)로 생
성하여 관련 정보를 읽어 온다. 출력16비트버스변환부가 버스 클럭과 동일한 클럭을 사용한다면 출력16비트버스변
환부(366)가 출력버퍼제어부(362)로부터 읽어 오는 속도가 병렬버스로부터 수신되는 정보가 출력버퍼제어부(362)
로 저장되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출력버퍼넘침 신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
생한다. 출력16비트버스변환부(366)의 데이터 폭을 16비트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SERDES(Serial to
Deserialze)장치의 버스 폭이 16비트이기 때문이다.

제2직렬버스정합부(368)는 출력16비트버스변환부(366)가 하나의 버스 동작에 관한 정보를 출력버퍼제어부(362)
로부터 수신하면 이를 직렬 데이터로 변경하여 직렬버스의 클럭신호인 직렬 클럭에 동기를 맞추어 직렬버스로 출력
한다.

도 3b의 각 구성요소는 각 기능별로 동작을 분리하는 Overlaid 데이터 전송방법을 사용하며, 직병렬변환부의 최대
성능을 얻기 위해 직병렬변화부는 직렬버스로부터 병렬버스로의 변환과정과 병렬버스로부터 직렬버스로의 변환과
정을 완전히 별개로 동작하는 전이중화 방식으로 구성된다. Overlaid 데이터 전송방법은 도 6b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직렬스위치부의 블록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직렬스위치부는 버퍼부(400), 스케줄러(410) 및 스위치부(420)로 구성된다.

버퍼부(400)는 직렬버스를 통해 전송된 직렬데이터(200)를 저장한다. 스케줄러(410)는 버퍼부(400)에 저장된 직
렬데이터(200)의 출력순서를 정한다. 스케줄러(410)가 출력순서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 5a 및 도 5b를 참조
하여 설명한다. 스케줄러(410)는 버퍼부(400)로부터 전송요청신호를 수신하면 출력순서를 정하고 출력순서에 따라
전송승인신호를 버퍼부(400)로 출력한다. 버퍼부(400)는 전송승인신호에 따라 버퍼부(400)의 직렬데이터(200)를
스위치부(420)로 출력한다.

스위치부(420)는 버퍼부(400)로부터 출력된 직렬데이터(200)를 직렬데이터(200)의 장치식별정보(202)에 해당하
는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로 출력한다. 직렬데이터(200)의 장치식별정보(202)가 메인메모리(104)인 경우에 스위
치부(420)는 직렬데이터(200)를 시스템 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로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른 직렬스위치부의 동작의 일 예를 살펴보면, 버퍼부는 각 입력포트별로 입력되는 직렬데이터 및 고속
데이터채널로부터 수신되는 직렬데이터를 해당 버퍼에 저장한다. 이 때, 입력되는 데이터들의 ID는 스케줄러의 내
부 버퍼에 동시에 저장된다. 버퍼부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버퍼부는 스위치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스케줄러로
전송요청신호를 보낸다. 전송요청신호를 수신한 스케줄러는 일반 스케줄모드에서는 PAR 모드로 동작하며, 만일 이
중화에 관련된 장애 취합장치로부터 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치명장애를 수신하면 절체과정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햐 PO 모드로 동작한다. PAR 모드 및 PO 모드에 대하여는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부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도이다.

도 4b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부는 입력버퍼부(450), 버퍼스케줄러(460) 및 스위치부(470)로 구성된다.

입력버퍼부(450)는 하나의 버퍼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직병렬변환부(108,110,112) 단위로 각 하나의 버퍼
(452,454,456)를 할당하는 구조이다. 입력버퍼부(450)는 직렬버스로부터 입력되는 직렬데이터 및 활성모듈과 대
기모듈을 연결하는 고속데이터전송채널로부터 입력되는 직렬데이터를 해당 버퍼에 저장한다. 입력버퍼부(450)에
직렬데이터가 저장될 때 버퍼스케줄러(460)에는 직렬데이터의 목적지 장치에 해당하는 장치식별정보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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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버퍼부(450)에 직렬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 입력버퍼부(450)는 스위치부(470)로 직렬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출력순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버퍼스케줄러(460)로 전송요청 신호를 유효화한다. 입력버퍼부(450)의 각
N개의 입력버퍼(452,454,456)는 내부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자신의 전송요청 신호를 유효화하여 전송 요청을 버퍼
스케줄러(460)에게 요청한다.

버퍼스케줄러(460)는 전송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일반 스케줄모드에서는 PAR(Priority and Round Robin)모드로
동작하며, 장애취합장치(미도시)로부터 시스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치명장애 신호를 수신하면,
절체과정을 신혹히 수행하기 위하여 PO(Priority Only)모드로 동작한다. PAR모드 및 PO모드에 대하여는 도 5a 및
도 5b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버퍼스케줄러(460)는 이중화 동작 모드에 따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스케줄링을 수행한 후 해당 입력버퍼의
직렬데이터를 전송하여도 된다는 전송승인 신호를 입력버퍼부(450)로 송신하다. 입력버퍼부(450)는 전송승인 신호
를 수신하면, 해당 버퍼에 저장된 직렬데이터를 스위치부(470)로 출력한다.

스위치부(470)는 입력버퍼부(460)로부터 출력된 직렬데이터를 직렬데이터의 목적지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로 출
력한다. 스위치부(470)는 동시 쓰기 이중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직렬데이터의 목적지가 메인메모리인 경우,즉
ID0인 경우에는 메인메모리로의 출력뿐만 아니라 활성모듈과 대기모듈을 연결하는 고속데이터전송채널을 통하여
대기모듈로 직렬데이터를 출력한다. 대기모듈은 수신한 직렬데이터를 자신의 메인메모리로 출력한다. 이로써 활성
모듈과 대기모듈의 메인메모리는 항상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본 발명에 따른 스위치부는 하나의 출력포트에
이중화 모드에 따른 고속데이터전송채널출력을 제어함으로써 간단하게 이중화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대기 모듈의
스위치부이거나 이중화 형태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속데이터전송채널출력을 출력하지 않음으로써 활성모듈
이나 옆의 모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위치부는 N * N 의 크기를 가지며 N은 입력 및 출력 포트수를 의미한다.

도 5a 및 도 5b는 스케줄러가 버퍼부에 저장된 직렬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는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a는 PAR(priority and round robin)방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장치식별정보(202)가
ID0(500), ID1(502), ID2(504), ID3(506)인 네개의 직렬데이터(200)가 있다. 스케줄러(410)는 데이터전송량이 많
은 장치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주고 상대적으로 데이터전송량이 적은 장치에게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도 5a
에서는 ID0(500)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면, ID1(502), ID2(504), ID3(506)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진다.
여기서 ID는 목적지 장치의 ID를 의미한다.

스케줄러(410)는 스케줄 대상으로 타임슬롯단위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직렬데이터(200)를 선택한다. 따라
서, 첫번째 타임슬롯에서는 제일 먼저 ID0가 스케줄대상이 된다. 스케줄러(410)는 버퍼부(400)로부터 ID0(500)에
대한 전송요청신호가 있으면 전송승인신호를 버퍼부(400)로 출력하고 전송승인신호를 수신한 버퍼부(400)는
ID0(500)을 스위치부(420)로 출력한다. 전송요청신호가 없다면 다음 스케줄대상을 선택한다.

다음 타임슬롯에서는 스케줄러는 ID0(500) 및 ID0(500)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ID1(502)을 스케줄 대상으로 선택한
다. 버퍼부(400)로부터 ID1(502)에 대한 전송요청신호가 있으면 ID1(502)에 대한 전송승인신호를 버퍼부(400)로
출력하고 동시에 ID0(500)에 대한 전송요청신호가 있는지 조사하여 있다면 ID0(500)에 대한 전송승인신호를 버퍼
부(400)로 출력한다. 즉, ID0(500) 및 ID1(502)은 라운드 로빈(Round Robin)방식으로 출력순서가 정해진다. 두 개
의 타임슬롯을 비교하면 첫 번째 타임슬롯에서는 ID0에 대해 스케줄리을 하고 두 번째 타임슬롯에서는 ID0, ID1에
대해 스케줄링함으로써 ID1의 입장에서는 두개의 타임슬롯 중 최소 한개에 대해서는 스케줄링 기회를 가짐으로써,
ID0, ID1간에 형평성(Fairness)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ID0 및 ID1에 대한 스케줄이 끝나면, 스케줄러(410)는 ID0(500) 및 ID1(502)에 우선순위가 ID1(502)보다 낮은
ID2(504)를 ID0 및 ID1과 더불어 스케줄대상으로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장치에 대하여 스케줄을 수행한 후
다시 가장우선순위 높은 ID0(508)를 스케줄대상으로 한다. PAR방식의 경우 모든 장치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의 출
력순서를 가지므로 starvation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 5b는 PO(priority only)방식에 의하여 출력순서를 정하는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b를 참조하면, 스케줄러(410)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장치에 대한 직렬데이터 ID0(510)에 대한 데이터만을
출력한다. 이러한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에 대하여 Starvation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활성모듈(100)
로부터 대기모듈(150)로의 절체과정에서는 신속한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하므로 절체과정에서는 PO방식에 의해 출
력순서를 정한다. 절체과정이외의 경우에는 상기한 PAR방식에 의해 출력순서를 정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중화시스템의 각 장치들의 데이터전달방식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a는 Non-overlaid 데이터전송방식을 도시한 도면으로써, 도 6a를 참조하면, 모듈 A(600)는 모듈 B(602)로 데
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모듈 B(602)는 모듈 C(604)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모듈 C(604)는 모듈 D(606)
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목적지 모듈 D(606)는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신하면 수신확인메시지를 모듈 C(604) 및 모듈
B(602)를 통하여 모듈 A(600)에게 전달한다. 수신확인메시지를 전달받은 모듈 A는 다음 동작을 수행한다.

도 6b는 overlaid 데이터전송방식을 도시한 도면으로써, 도 6b를 참조하면, 모듈 A(610)는 모듈 B(612)로 데이터
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전송받은 모듈 B(612)는 수신확인메시지를 모듈 A(610)로 전송한다. 수신확인메시지를 수
시한 모듈 A(610)는 다음 동작을 수행한다. 모듈 B(612)는 데이터를 모듈 C(614)로 전송하고, 모듈 C(614)로부터
수신확인메시지를 수신하면 다음 동작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모듈 A(610)로부터 목적지인 모듈 D(616)로 데이
터를 전송한다.

등록특허 10-0473814

- 6 -



데이터 전송과정중에 어느 모듈이 하드웨어적인 오류 및 소프트웨어적인 오류등에 의해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 할
수 없으면, 발생한 에러를 직렬데이터(200)의 에러타입(208)에 기록하여 직렬데이터(200)의 어드레스(214)와 함
께 소스모듈로 회송한다. 회송된 에러타입(208) 및 어드레스(214)를 이용하여 발생한 에러종류 및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

도 6a 및 도 6b의 각 모듈은 본 발명에 따른 직병렬변화부(108,110,112,158,160,162) 및 직렬스위치부(114,164)
일 수 있다. 각 모듈은 전이중 통신방식을 지원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결함 허용 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이중화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직병렬변환부(108)는 프로세서(102), 메인메모리(104) 및 입출력장치(106)로부터 병렬데이터를
수신하고(S700),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의 목적지 장치식별정보(202)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200)로 변환한
다(S710).

버퍼부(400)는 직병렬변환부(108,110,112)에 의해 변환되어 직렬버스를 통해 출력되는 직렬데이터(200)를 저장
한다(S720). 버퍼부(400)에서 직렬데이터(200)는 직렬데이터(200)의 장치식별정보(202)에 따라 각각 저장된다.
스케줄러(410)는 버퍼부(400)에 저장된 직렬데이터(200)의 출력순서를 도 5a를 참조하여 설명한 PAR방식에 의하
여 정한다(S730). 스케줄러(410)는 PAR방식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출력순서를 정할 수 있다.

스위치부(420)는 직렬데이터(200)의 장치식별정보(202)가 메인메모리(10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S740), 메인메
모리(104)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 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로 직렬데이터
(200)를 출력한다(S750). 직렬데이터(200)를 수신한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는 직렬데이터(200)를
대기모듈(150)의 메인메모리(154)로 출력한다. 이로써, 결함 허용기능을 가지는 동시쓰기 방법이 실현된다.

또한, 스위치부(420)는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202)가 메인메모리(10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S740), 직
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202)에 해당하는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로 직렬데이터(200)를 출력한다(S760).

활성모듈(100)의 치명적인 에러에 의해 더 이상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체과정을 수행하여 대
기모듈(150)이 활성화되어 시스템 동작을 수행한다. 치명적인 에러에 의해 절체과정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세서
(102)는 프로세서(102)내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프로세서(102)와 연결된 직병렬변환부(108)는 프로세서(102)로부
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메인메모리(104)에 해당하는 장치식별정보(202)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200)로 변환한
다. 직렬스위치부(114)는 직렬데이터(200)를 메인메모리(104) 및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로 출력한
다. 대기모듈(150)의 직렬스위치부(164)는 대기모듈(150) 메인메모리(154)로 직렬데이터를 출력한다. 이로써 치
명적인 에러발생전에 활성모듈(100)에 존재한 모든 데이터가 대기모듈(150)로 동시쓰기되며 결함 허용 시스템이
구현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
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첨
부한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각 구성요소
의 형상 및 구조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활성모듈과 대기모듈은 직렬의 고속데이터 전송채널을 이용하여 연결되므로 수 미터이상의 거리
를 가진 대기모듈과 연결이 가능하며 수백 MHz 이상의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절체과
정시 PO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므로 절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프로세서, 입출력장치 및 메인메모리의 병렬버스와 직렬버스사이에 위치하여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경하여 직렬버스로 출력하는 직병렬변환부;

상기 직병렬변환부로부터 수신한 직렬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부;

상기 버퍼부에 저장된 직렬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는 스케줄러; 및

상기 스케줄러의 출력순서에 따라 상기 버퍼부로부터 출력된 직렬데이터를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
당하는 장치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로 출력하는 스위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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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부는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가 상기 메인메모리인경우에 상기 대기모듈로 상기 직렬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면 대기모듈을 활성모듈로 절체하는 모듈절체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절체시 프로세서내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상기 직병렬변환부는 상기 프로세서로부터 출력된 병렬데이터를 상기 메인메모리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절체시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로의 데이터전송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러는,

상기 프로세서,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로의 데이터전송량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우선
순위부여부; 및

상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가장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제1그룹부터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를 순차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장치를 포함하는 제N그룹까지 나누고, 상기 각 그룹내의 장치들에 대하여 라운드로빈(Round-Robin)방
식에 의해 출력순서를 정하는 출력순서결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데이터는 에러의 종류를 나타내는 에러타입 및 각 장치의 입출력주소인 어드레스를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
하고,

상기 직병렬변환부, 상기 버퍼부, 상기 스케줄러 및 상기 스위치부는 수신한 직렬데이터의 처리과정 중에 소정의 에
러가 발생하면 발생한 에러를 상기 에러타입에 기록하여 상기 어드레스와 함께 데이터 출발지 장치로 회송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 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직병렬버스변환부는,

병렬버스와 연결되어 병렬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양방향트랜시버부;

직렬버스와 연결되어 직렬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직렬버스정합부; 및

상기 양방향트랜시버부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환
하여 상기 직렬버스정합부로 출력하고, 상기 직렬버스정합부로부터 수신한 직렬데이터를 병렬데이터로 변환하여
상기 양방향트랜서버부로 출력하는 데이터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
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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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a) 프로세서, 입출력장치 및 메인메모리의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경하여 직렬버스로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직렬버스로 출력된 직렬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저장된 직렬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는 단계; 및

(d) 상기 출력순서에 따라 상기 저장된 직렬데이터를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
을 이용한 이중화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는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가 상기 메인메모리인경우에 상기 대기모듈로 상기 직렬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방법.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e) 절체시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로의 데이터전송량에 따라 상기 장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
는 단계; 및

(f) 상기 우선순위에 의해 출력순서를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
화방법.

청구항 11.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c)단계는,

(g)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로의 데이터전송량에 따라 상기 장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단계;
및

(h) 상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가장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제1그룹부터 우선순위가 낮은 장치를 순차적으로 포함하
도록 하여 모든 장치를 포함하는 제N그룹까지 나누고, 상기 각 그룹내의 장치들에 대하여 라운드로빈(Round-
Robin)방식에 의해 출력순서를 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방
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직렬데이터는 에러타입 및 데이터 어드레스을 기록하는 필드를 포함하고,

상기 (a)단계 내지 (d)단계는 수신한 직렬데이터의 처리과정 중에 소정의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상태를 상기 에러타
입에 기록하여 상기 데이터 어드레스와 함께 회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을 이용한 이중화방법.

청구항 13.

(a) 프로세서, 입출력장치 및 메인메모리의 병렬버스로부터 수신한 병렬데이터를 데이터목적지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직렬데이터로 변경하여 직렬버스로 출력하는 단계;

(b) 상기 직렬버스로 출력된 직렬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c) 상기 저장된 직렬데이터의 출력순서를 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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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상기 출력순서에 따라 상기 저장된 직렬데이터를 상기 직렬데이터의 장치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장치와 연결된
직렬버스 및 시스템기능 백업을 위한 대기모듈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병렬 버스정합
을 이용한 이중화방법를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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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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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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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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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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