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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라운드 로빈 중재 및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경로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경로 제어기는 일반 경로 제어기와 적응 경로 제어기로 구성되는데 일반 경로 제어기는 일반 
전송 패킷과 긴급 전송 패킷에 대한 우선 순위 중재를 수행하며 10개의 입력 포트 위치에 따라 개선된 라
운드 로빈 중재를 수행한다. 

적응 경로 제어기는 2개의 일반 경로 제어기와 1개의 적응 경로 스위치로 구성된다. 적응 경로 제어기는 
2개의 전송 경로중 하나의 경로가 사용중에 있거나 전송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경로로 패킷을 전
송해주는 경로 제어기이다.

본 발명은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핵심 기능인 중재 및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경로 제어기에 관한 것
으로 특히,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라운드 로빈 중재를 수행하는 일반 경로 제어기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기에 적응 경로 스위치를 부가하여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적응 경로 제어기를 고안한 것이다.

대표도

도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 개략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태그 플릿과 제어 정보 플릿을 포함하는 패킷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일반 경로 제어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방법.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적응 경로 제어기.

[표 1]은 본 발명에 따른 적응 경로 스위치의 동작 기능.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            101 : 크로스바 코아 유니트

102a 내지 102j : 입력 제어기            103a 내지 103j:출력 제어기

104a 내지 104j:중재 요청기              

105a 내지 105h:일반 경로 제어기         106 : 적응 경로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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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a 내지 107h:데이터 패스 제어기

108 : 전역 제어기                        109 : 데이터 동기화제어기

110 : 데이터 버퍼                        111 : 버퍼 입력 제어기

501,502 및 301 : 일반 경로 제어로직부

503 : 적응경로 스위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라운드 로빈 중재 및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경로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프로세서에서 병렬로 작업을 처리하므로써 뛰어
난 성능을 얻고자 하는 병렬처리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세서들을 연결하기 위한 상호연결망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호연결망은 라우팅 스위치와 백플레인, 그리고 케이블등으로 구성되는데, 상호연결망의 라우팅 스위치
는 실제 상호연결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라우팅 스위치의 기능은 각 상호연결망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상호연결망의 라우
팅 스위치는 특정 상호연결망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구현된다. 또한, 라우팅 스위치의 경로 제어기는 라우
팅 스위치 고유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라우팅 스위치의 특성을 잘 지
원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는 경로 제어기는 라우팅 스위치의 고유 특성과 우수한 기능 및 성
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러한 역할은 상호연결망의 특성과 기능으로 이어지기 때문
에 고유 특성을 잘 지원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하는 경로 제어기의 고안은 매우 중요하다.

G.P. Balboni등이 고안한 스위칭 소자는 다단계 패킷 스위칭 상호연결망에서 자기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스위칭 소자이다.  (G.P.  Balboni  et  al.,  ``Switching  Element  for  Self-routing  Multistage Packet-
switching Interconnection Networks'',USP 4890281, Dec. 1989) 상기 스위칭 소자는 2X2 스위치 구성을 
갖는 단위 소자로서 패킷의 태그 부분중 한 비트에 의해 제어되는 단순한 스위칭 소자이다. 중재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 태그 비트에 의해 경로 제어를 수행하고 브로드캐스트 전송을 위한 두 포트 동
시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재 및 적응 경로 제어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김 상범외 2인이 제안한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소자''는 메쉬 형태의 상호연결망에서 경로 제어를 수행
하는 스위칭 소자이다. (김 상범외 2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 소자'', KR 66825, Oct. 1993) 상기 스위
칭 소자는 메쉬 형태의 상호연결망에서 교착 상태를 피하면서 다수의 경로를 얻을 수 있는 스위칭 소자로
서 이의 경로 제어 유니트는 패킷 태그의 정해진 주소로만 경로제어를 수행하며 단순한 3X1 선택기를 통
한 중재를 수행한다. 상기 스위칭 소자는 독자적인 패킷 형태 및 경로 제어 방법을 가지고 구현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경로 제어 방법만을 제공한다.

Olnowich와 Williams가 고안한 ``Multipath torus switching apparatus''는 토러스 메쉬 형태의 상호연결
망에서 적은 지연시간을 갖는 Wormhole  방식의 스위칭 소자이다.  (H.T.  Olnowich  and  A.R.  Williams, 
``Multipath torus switching apparatus'', EP 0588104A2, Dec. 1994) 상기 스위칭 소자는 기존 토러스 
스위치에 다중 패스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빠르게 경로 제어 포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4 
개의  단일  패스  제어기와  1  개의  다중  패스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킷의  연결  명령(connection 
command)을 사용하여 출력 포트를 선정한다. 중재 방법에 대한 고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패킷의 형
태와 경로 제어 방법이 다르고, 적응 경로 제어와 유사한 다중 패스 제어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구성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다.

Nugent가 고안한 적응 경로 제어 방법은 메쉬 형태의 상호연결망에 동일한 형태의 추가 상호연결망을 연
결하여 추가의 연결 경로를 확립한 후 기존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의 연결 
경로를  통해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Nugent,  ``Adaptive  Message  Routing  for Multi-
Dimentional Networks,''  USP 5175733, Dec. 1992) 상기 적응 경로 제어 방법은 메쉬 상호연결망에서 X 
방향과  Y 방향으로 경로 제어가 불가능 할 때 Z 방향으로 추가의 연결 경로를 확립하여 Z 방향으로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경로 제어기의 경우 두 입력에 대한 단순한 중재만을 수행하며 적응 경
로 제어 방법 및 구성이 다수의 입출력 포트를 가지는 스위칭 소자에 적합하지 않다.

A.H. Frey Jr. 등이 고안한 적응 경로 제어 스위칭 소자는 다차원(multi-dimension), 다중 노드 환경에서 
목적지 까지 최단 거리로 경로를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소자이다. (A.H. Frey Jr. et al., ``Adaptive 
Routing in a Parallel Computing System'', USP 5181017, Jan. 1993) 상기 스위칭 소자는 근원지에서 목
적지 까지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검색하여 동시에 패킷을 모든 경로로 전송하므로써 가장 빨리 도
착하는 하나의 패킷만을 유효하게 수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패킷의 헤더를 통하여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며 스위칭 소자에서는 패킷의 전송과 제거를 위한 메카니즘만을 제공한다. 다른 상호연결망에서 근
원지에서 목적지로 한 번의 패킷 전송으로 종료되는데 반하여 상기 스위칭 소자의 상호연결망에서는 확인
을 위한 별도의 패킷 전송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종래 대부분의 고안이 다단계 상호연결망이나 메쉬 형태의 상호연결망에 적합한 스위칭 소자 및 적응 경
로 제어 방법으로서 적절한 중재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적응 경로 제어 방법 또한 그 방법과 구성
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 적합한 경로 제어기를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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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핵심 기능인 중재 및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경로 제어기에
서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고 기아(starvation) 현상을 방지하는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방
법과, 이를 수행하는 일반 경로 제어기를 고안하고 상기 2개의 일반 경로 제어기에 적응 경로 스위치를 
부가하여 라운드로빈 중재 및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경로제어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크로스바 코아 유니트, 다수개의 입력 제어기, 다수개의 출력 제
어기로 구성된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 있어서,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실행하고, 내부 로
직을 제어하는 다수개의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의 신호와 준비 신호를 입
력으로 하여 다수개의 해당 중재 선택 순차 신호, 상태 신호 및 중재 선택 조합 신호를 출력하는 적응 경
로 스위치와,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위한 다수개의 마스크 레지스터, 즉 일반 중재 요청신
호의 10개 비트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서 구동하는 10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 입력
에 연결하여 그 출력을 다시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 제공하는 다수개의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
터와, 긴급 중재 요청신호의 10개 비트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서 구동하는 10개 비트를 각 비트
별로 앤드 게이트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력을 다시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 제공하는 다수개의 긴
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발명에 따른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개략 구성도로서, 1 개의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 10 개
의 입력 제어기 모듈(102a-102j), 그리고 10 개의 출력 제어기 모듈(103a-103j)로 구성된다.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은 세부적으로 10 개의 중재 요청기 유니트(104a-104j), 8 개의 일반 경로 제어
기 유니트(105a-105h), 1 개의 적응 경로 제어기 유니트(106), 10 개의 데이터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a-
107j), 그리고 1 개의 전역 제어기 유니트(108)로 구성된다. 

중재 요청기 유니트(104a-104j)는 각 입력 제어기 모듈(102a-102j)의 데이터 패킷 버퍼 유니트(110) 출력
단에 구동된 데이타를 감지하여 태그 부분과 데이타 부분을 인지하고, 태그일 경우 해당 경로 제어기 유
니트(105a-105h,106)로 중재를 요청한다. 일반 경로 제어기 유니트(105a-105h)와 적응 경로 제어기 유니
트(106)는 해당 중재 요청 신호들을 인지하고 중재를 수행하여 결과를 각 경로 제어기 유니트에 해당하는 
데이타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a-107j)에 통보한다. 이때, 일반 경로 제어기 유니트(105a-105h)는 각각 
일대일로 데이터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a-107h)를 제어하고, 적응 경로 제어기 유니트(106)는 2 개의 데
이터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i-107j)를 제어한다. 

데이타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a-107j)는 경로 제어기 유니트(105a-105h,106) 또는 전역 제어기 유니트
(108)로부터 통보된 중재 결과에 따라 물리적 전송 경로를 제공한다. 

전역 제어기 유니트(108)는 각 자원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클럭을 생성하며 전체적 흐름 제어와 
브로드 캐스트 제어를 수행한다.

입력 제어기 모듈(102a-102j)은 10 개의 입력 포트별로 각 하나의 입력 제어기 모듈이 하나의 입력 포트
를 제어하며, 각 입력 데이타의 샘플링, 동기화, 패킷 버퍼의 제어, 그리고 패킷 흐름 제어를 담당한다.

입력 제어기 모듈(102a-102j)은 각각 세부적으로 1 개의 데이터 동기화 유니트(109), 1 개의 데이터 버퍼 
유니트(110), 1 개의 버퍼 입력 제어기 유니트(111), 그리고 1 개의 버퍼 출력 제어기 유니트(112)로 구
성된다.

데이터 동기화 유니트(109)는 외부 입력인 동기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외부 동기 신호와 
내부 클럭의 동기를 제어하여 데이터 버퍼 유니트(110)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신이 동기화 매스터로 지
정되면 자신의 동기화 신호(SyncVld)를 다른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 구동하여 바이트 슬라이스된 라우
팅 스위치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데이터 버퍼 유니트(110)에 데이타를 저장하게 한다. 데이터 버퍼 유니트
(110)는 패킷 전송 경로상에 충돌이 발생하면 전송되는 패킷을 임시 저장한다. 버퍼 입력 제어기 유니트
(111)와 버퍼 출력 제어기 유니트(112)는 데이터 버퍼 유니트(110)에 대한 입력과 출력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 버퍼 유니트(110)의 상태를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에 알려준다.

출력 제어기 모듈(103a-103j)은 10 개의 출력 포트별로 각 하나의 출력 제어기 모듈이 하나의 출력 포트
를 제어하며, 외부에서 입력되는 흐름 제어 신호를 동기화 하고, 흐름 제어 신호의 상태를 판독하여 크로
스바 코아 모듈(101)에 전달한다. 출력 제어기 모듈(103a-103j)은 각각 세부적으로 1 개의 출력 준비 동
기화 유니트(113)로 구성된다. 

출력 준비 동기화 유니트(113)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흐름 제어 신호를 동기화 하여 크로스바 코아 모듈
(101)내의 전역 제어기 유니트(108)에 전달한다.

데이터 동기화 유니트(109)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동기화 매스터로 지정되면 자신의 동기화된 흐름 제어  
신호(SyncRdy)를 다른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 구동하여 바이트 슬라이스된 라우팅 스위치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흐름 제어 신호를 사용하게 한다.

도 2는 상기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패킷의 구성이다.

패킷(200)은 헤더 부분(201)과 데이터 부분(202)으로 세분되며 헤더 부분(201)은 태그 플릿(203)과 제어 
정보 플릿(204)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플릿이란 패킷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물리적으로 전송되는 데
이터 단위를 의미한다. 태그 플릿은 제 2 도에 도시된 것과 같이 8 비트로 이루어지는데 비트 7은 패킷 
종류(packet class), 즉 데이터 패킷(data packet)과 망 제어 패킷(network control paxket)을 구분하고, 
비트 5는 긴급(emergency) 전송과 일반(normal) 전송을 구분하고, 비트 4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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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일대일(point-to-point) 전송을 구분한다. 비트 6은 특정한 의미를 갖지않는 예약된 비트이다. 비트 
3에서 비트 0까지는 목적지 태그(destination tag) 주소를 나타내는데 제 1 도의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
는 10개의 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포트 0부터 포트 9까지의 주소만을 사용한다. 

제어 정보 플릿(204)는 데이터 패킷일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부분으로 두 노드, 즉 입
력 포트와 출력 포트에 연결된 근원지 노드와 목적지 노드간에 정보 교환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나 망 
제어 패킷일 경우 제어 정보 플릿(204)은 포트 분리 또는 결합 기능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다. 

패킷(200)의  데이터  부분(202)은  다수개의  데이터  플릿(205a-205p)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플릿(205a-
205p)은 입력 포트에서 출력 포트로 전송하기 위한 순수 데이터를 저장한다.

도 3은 도 1의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내 일반 경로 제어기 유니트(105a-105h)에 해당하는 일반 경로 제
어기의 외부 인터페이스 신호를 보여준다.도 1의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내 중재 요청기 유니트(104a-
104j)는 도 2의 패킷 태그를 해석하여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0])  또는 긴급 중재 요청 신호
(ReqEmg[9..0])를 해당 일반 경로 제어기(105a-105h) 및 해당 적응 경로 제어기(106)에 구동한다. 도 1의  
입력 제어기 모듈(102a-102j)은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외부에서 전송되는 패킷 유효 신호(valid)와 
도 2의 패킷을 이용하여 패킷의 뒷부분을 알리는 꼬리 신호(tail[9..0])를 해당 일반 경로 제어기(105a-
105h) 및 해당 적응 경로 제어기(106)에 구동한다.

도 1의 출력 제어기 모듈(103a-103j)은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외부에서 전송되는 준비 신호(Ready)를 
감지(latch)하여 해당 일반 경로 제어기(105a-105h) 및 해당 적응 경로 제어기(106)에 구동한다(xready). 
일반 경로 제어기는 상기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0]), 긴급 중재 요청 신호(ReqEmg[9..0]), 꼬리 
신호(tail[9..0]),  그리고 준비 신호(xready)를  입력으로 하여 중재 결과인 2  종류의 중재 선택 신호
(winner, wirewin)와 중재 가용성을 알리는 상태 신호(status)를 출력으로 구동한다. 

일반 경로 제어기는 세부적으로 실제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실행하고 내부 로직을 제어하는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와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위한 2 개의 마스크 레지스터, 즉 일
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로 구성된다.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
터(302)는 상기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0])의 10 개 비트와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에서 구
동하는 10 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력을 다시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
(301)에 제공한다. 즉,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는 내부에 각 비트별 앤드 게이트와 각 비트별 저
장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총 10  개의 앤드 게이트와 총 10  개의 비트 저장 장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포트 9의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 1 비트와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에서 구동하는 포
트 9에 해당하는 1 개 비트를 앤드 게이트의 입력으로 하고, 앤드 게이트의 출력을 1 비트 저장 장소의 
입력으로 하며 1 비트 저장 장소의 출력을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에 구동한다.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는 상기 긴급 중재 요청 신호(ReqArb[9..0])의 10 개 비트와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에서 구동하는 다른 10 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력
을 다시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에 제공한다.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의 구성은 상기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와 동일하다.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는 제 4 도에서 설명하는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실행하고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를 포함하는 내부 로직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에서 구동하는 20 비트의 
신호와 상기 준비 신호(xready)를 입력으로 하여 제 4 도의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규칙에 따
라 중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 종류의 중재 선택 신호(winner, wirewin)를 구동하므로써 알린다. 

2 종류의 중재 선택 신호(winner, wirewin)는 중재의 결과를 클럭을 이용하여 저장 장소에 저장한 후 구
동하는 중재 선택 순차 신호(winner,sequential logic)와 저장 장소에 저장 하기 직전 신호인 중재 선택 
조합 신호(wirewin, combinational logic)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재 선택 조합 신호(wirewin)는 중재 선택 
순차 신호(winner) 보다 한 클럭 전에 중재 결과를 알 수 있다. 

중재 선택 신호(winner, wirewin)는 데이터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a-107j)에서 물리 경로 제어를 위한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패킷 데이터가 모두 물리 경로를 통과할 때 까지  계속적으로 구동된다. 패킷 데
이터의 마지막임을 알리는 꼬리 신호(tail[9..0])중 해당하는 1 비트의 꼬리 신호가 구동되면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는 중재 선택 신호(winner, wirewin)를 거두어 들이고 20 비트의 일반 전송 및 긴급 전
송 마스크 정보를 갱신하여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에 구동한 
후 다음 중재를 위한 준비 상태로 진행된다. 상태 신호(status)는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301)의 상태가 
중재 상태에 있는지 준비 상태에 있는지를 알린다. 

도 4는 도 3의 경로 제어 로직부에서 수행하는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방법을 나타낸 상태도이
다. 도 3의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2)에서 구동되는 10 비트의 신호는 N9, ... , N0 등 10개의 상
태(state)에 대응된다.  또한, 제 3 도의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303)에서 구동되는 10 비트의 신호
는 E9, ... , E0 등 10개의 상태에 대응된다.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위해 2 종류의 포인터
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긴급 전송 포인터(401)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전송 포인터(402)이다.

긴급 전송 포인터(401)와 일반 전송 포인터(402)가 모두 준비 상태(IDLE)에 있을 때 10 비트의 일반 전송 
마스크 정보와 10 비트의 긴급 전송 마스크 정보는 모두 로직 1로 구동된다. 우선 순위는 긴급 전송 포인
터(401)가 일반 전송 포인터(402)보다 높으며, 일반 전송 포인터(402)는 긴급 전송 포인터(401)가 준비 
상태(IDLE)에 있을 때만 동작한다. 기존 라운드 로빈 중재의 경우 각 상태(state)는 자신의 시간 슬롯이 
할당되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시간 슬롯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시간의 낭비를 초
래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에서는 유효한 상태의 요청에만 시간 슬롯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긴급 전송 포인터(401)가 현재 준비 상태(IDLE)에 있고 E9 상태와 E6 상태만 유효한 경우 중재 결
과는 E9 상태 중재후 다음 시간 슬롯에 E6 상태로 중재하게 된다. 준비 상태(IDLE)가 갖는 의미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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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포인터(401)의 의미와 일반 전송 포인터(402)의 의미가 다르다. 일반 전송 상태(N9, ... , N0)중 하
나의 상태라도 유효할 경우 긴급 전송 포인터(401)에서 준비 상태(IDLE)는 유효한 준비 상태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긴급 전송 포인터(401)가 E4 상태에 있고 E1 상태와 E8 상태, 그리고 N7 상태가 유효할 경우 
중재 결과는 E1 상태 중재후 긴급 전송 포인터(401)는 준비 상태에 있게 되며 동시에 N7 상태가 중재되고 
그 후에 E8 상태를 중재하게 된다. N7 상태를 포함해 일반 전송 상태가 모두 유효하지 않을 경우 중재 결
과는 E1 상태 중재후 바로 E8 상태를 중재하게 된다. 

긴급 전송 포인터(401)에서 준비 상태(IDLE)가 유효 준비 상태 및 무효 준비 상태로 인식되는데 반하여 
일반 전송 포인터(402)에서의 준비 상태는 모두 무효 준비 상태로 인식된다. 즉, 긴급 전송 포인터(401)
가 준비 상태(IDLE)에 있고 일반 전송 포인터(402)가 N3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N0 상태와 N7 상태가 유효
할 경우 중재 결과는 N0 상태 중재후 바로 N7 상태로 중재된다. 

상기와  같은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방법은  각  상태에  대한  공정성(fairness)를  보장하며 
또한, 어느 한 상태도 영원히 중재 받지 못하는 기아(starvation) 현상을 방지한다. 

도 5는 도 1의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내 적응 경로 제어기 유니트(105i-105j)에 해당하는 적응 경로 제
어기의 외부 인터페이스 신호를 보여준다.

도 1의 크로스바 코아 모듈(101)내 중재 요청기 유니트(104a-104j)는 도 2의 패킷 태그를 해석하여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0]) 또는 긴급 중재 요청 신호(ReqEmg[9..0])를 해당 일반 경로 제어기(105a-
105h) 및 해당 적응 경로 제어기(106)에 구동한다. 도 1의 입력 제어기 모듈(102a-102j)은 크로스바 라우
팅 스위치의 외부에서 전송되는 패킷 유효 신호(valid)와 도 2의 패킷을 이용하여 패킷의 뒷부분을 알리
는 꼬리 신호(tail[9..0])를 해당 일반 경로 제어기(105a-105h) 및 해당 적응 경로 제어기(106)에 구동한
다.  도  1의  출력  제어기  모듈(103a-103j)은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외부에서  전송되는  준비 신호
(Ready)를 감지(latch)하여 해당 일반 경로 제어기(105a-105h) 및 해당 적응 경로 제어기(106)에 구동한
다(xready).

적응 경로 제어기는 상기 2 개의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0]_A, ReqArb[9..0]_B), 2 개의 긴급 중
재 요청 신호(ReqEmg[9..0]_A, ReqEmg[9..0]_B), 2 개의 꼬리 신호(tail[9..0]_A, tail[9..0]_B), 그리고 
2  개의  준비  신호(xready_A,  xready_B)를  입력으로  하여  중재  결과인  2  개의  중재  선택  순차 신호
(winnerA, winnerB), 2 개의 중재 선택 조합 신호(wirewinA, wirewinB)와 중재 가용성을 알리는 2 개의 
상태 신호(statusA, statusB)를 출력으로 구동한다.

적응 경로 제어기는 세부적으로 실제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실행하고 내부 로직을 제어하는 
2 개의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502)와 적응 경로 스위치(503), 그리고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위한 4 개의 마스크 레지스터, 즉 2 개의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506)와 2 개의 긴급 전
송 마스크 레지스터(505,507)로 구성된다. 

하나의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는 상기 일반 중재 요청 신호(ReqArb[9..0]_A)의 10 개 비트와 일
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에서 구동하는 10 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
력을 다시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에 제공한다.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의 구성은 제 3 도의 일반 전송 레지스터(302)와 동일하게 구성된다. 다
른 하나의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6)도 상기한 바와 동일하다. 하나의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
(505)는 상기 긴급 중재 요청 신호(ReqEmg[9..0]_A)의 10 개 비트와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에서 구
동하는 다른 10 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의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력을 다시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에 제공한다. 2 개의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5,507)의 구성은 상기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506)와 동일하다.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502)는 제 4 도에서 설명하는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실행하고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506)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5,507)를 포함하는 내부 로직을 각
각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506)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
(505,507)에서 구동하는 각 20 비트의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제 4 도의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각 적응 경로 스위치(503)에 구동한다.

적응 경로 스위치(503)는 2  개의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502)에서 결과를 받고 2  개의 준비 신호
(xready_A, xready_B)를 입력으로 하여 제 6 도의 적응 경로 스위치 기능에 따라 해당 중재 선택 신호
(winnerA, winnerB, wirewinA, wirewinB)와 2 개의 상태 신호(statusA, statusB)를 구동한다. 중재 선택 
신호(winnerA, winnerB, wirewinA, wirewinB)는 중재의 결과를 클럭을 이용하여 저장 장소에 저장한 후 
구동하는 중재 선택 순차 신호(winnerA, winnerB)와 저장 장소에 저장 하기 직전 신호인 중재 선택 조합 
신호(wirewinA, wirewinB)로 구분할 수 있다. 중재 선택 조합 신호(wirewinA, wirewinB)는 중재 선택 순
차 신호(winnerA, winnerB) 보다 한 클럭 전에 중재 결과를 알 수 있다.

중재 선택 신호(winnerA, winnerB, wirewinA, wirewinB)는 데이터 패스 제어기 유니트(107a-107j)에서 물
리 경로 제어를 위한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패킷 데이터가 모두 물리 경로를 통과할 때 까지  계속적으
로 구동된다. 패킷 데이터의 마지막임을 알리는 꼬리 신호(tail[9..0]_A, tail[9..0]_B)가  구동되면 일
반 경로 제어 로직부(504,506)는 중재 선택 신호(winnerA, winnerB, wirewinA, wirewinB)를 거두어 들이
고 각각 20 비트의 일반 전송 및 긴급 전송 마스크 정보를 갱신하여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4,50
6)와 긴급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505,507)에 구동한 후 다음 중재를 위한 준비 상태로 진행된다. 2 개의 
상태 신호(statusA, statusB)는 각각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502)의 상태가 중재 상태에 있는지 준비 
상태에 있는지를 알린다.

하기 [표1]은 적응 경로 스위치의 동작 기능을 나타낸다. 하나의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1)에서 구동하
는 신호를 ``중재기 A''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502)에서 구동하는 
신호를 ``중재기 B''의 결과라고 정의할 때, [표 1]은 중재기 A, 중재기 B, 준비신호 A, 그리고 준비신호 
B의 구동 상태에 따라 동작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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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 A와 중재기 B의 결과가 참(true)이고 준비신호 A와 준비신호 B가 각각 참일때 해당 A 또는 B 포트
를 출력하며, 중재기 A와 중재기 B의 결과가 참(true)이고 준비신호 A와 준비신호 B 중 하나의 신호만 참
일때 하나의 중재 결과로 A 포트와 B 포트가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표 1]

중재기 A 중재기 B 준비신호 A 준비신호 B 중재결과 A 중재결과 B

1 1 1 1 A 포트 출력 B포트 출력

1 1 1 0 A/B순차 출력

1 1 0 1 B/A순차 출력

1 1 0 0

1 0 1 X A포트 출력

1 0 0 1 A포트 출력

0 1 X 1 B포트 출력

0 1 1 0 B포트 출력

0 0 X X

[표 1]과 같이 중재기 A와 중재기 B의 결과중 하나만 참일때 해당 위치와 준비 신호 A와 준비신호 B의 상
태에 따라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고 기아(starvation) 현상을 방지하는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 방법과 이를 수행하는 일반 경로 제어기를 고안하고, 상기 2개의 일반 경로 제어
기에 적응 경로 스위치를 부가하여 적응 경로 제어를 수행하는 적응 경로 제어기를 고안하므로써 상기 크
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의 고유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경로 제어기를 제공하여 높은 성능과 고기능의 크로
스바 라우팅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크로스바 코아 유니트, 다수개의 입력 제어기, 다수개의 출력 제어기로 구성된 크로스바 라우팅 스위치에 
있어서,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실행하고, 내부 로직을 제어하는 다수개의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의 신호와 준비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다수개의 해당 중재 선택 순차 신호, 
상태 신호 및 중재 선택 조합 신호를 출력하는 적응 경로 스위치와,

우선 순위 기반 라운드 로빈 중재를 위한 다수개의 마스크 레지스터, 즉 일반 중재 요청신호의 10개 비트
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서 구동하는 10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력을 다시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 제공하는 다수개의 일반 전송 마스크 레지스터와,

긴급 중재 요청신호의 10개 비트와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서 구동하는 10개 비트를 각 비트별로 
앤드 게이트 입력에 연결하여 그 출력을 다시 상기 일반 경로 제어 로직부에 제공하는 다수개의 긴급 전
송 마스크 레지스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라운드 로빈 중재와 적응 경로제어를 수
행하는 경로 제어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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