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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스위치는 버퍼(340)와,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그램━상기 데이터그램은 제

어 정보를 포함함━을 수신하는 다수의 포트(300-307)와, 상기 포트들(300-307)을 선택적으로 상호접속시키는 스

위칭 로직(320)과, 상기 스위칭 로직(320)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서(330)와, 

상기 프로세서(330)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핸드쉐이크 플래그와, 상기 프로세서(330)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어드레스

에서 상기 버퍼(340) 내에 상기 데이터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그램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제어 로직(350)을 포함한다. 상기 프로세서(330)는 상기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

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에 저장된 상기 제어 정보를 액세스하여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고 상기 제어

정보의 처리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재설정한다. 상기 제어 로직(350)은 상기 재설정된 핸드쉐이

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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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SAN(System Area Network)와 같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스위치 및 상기 스위

치의 관리 프로세서에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통상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유닛과 데이터 저장 장치와 같은 다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는 모두가 버스 서브시스템을 통해서 상호접속된다. 이러한 통상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데이

터가 처리될 수 있는 속도가 데이터가 상기 버스 서브시스템을 통해서 상기 시스템 요소들 간에서 통신될 수 있는 속

도에 의해서 한정된다는 것이다. SAN을 생성하기 위해 이더넷 네트워크(Ethernet network)과 같은 LAN(local area

network)을 통해 상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다수의 요소들을 함께 클러스터링(clustering)함으로써 상기 속도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클러스터 링 기술은 필요한 데이터 처리 속도에 비해 비교적 

느린 속도를 낳고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다양한 하드웨어 요소 기술 및 소프트웨어 요소 기술을 포함하게

되면, 복잡한 브리징 기술이 클러스터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InfiniBand(InfiniBand Trade Association의 서비스 마크)가 상기 통상적인 클러스터링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InfiniBand Trade Association에 의해 보급되고 있는 SAN(system area networking) 기술이다. 상기 Infini

Band SAN 기술에서, 데이처 처리 시스템의 다수의 요소들은 스위칭된 직렬 링크에 의해 상호접속된다. 각 직렬 링크

는 단일 방향에서 2.5 Gbps 포인트 대 포인트로 동작한다. 양방향 링크가 또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링크들이 함께 

집합적으로 되어서 처리량을 증가시킨다. InfiniBand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상적인 SAN은 다수의 서버 또는 호스

트 컴퓨터 노드 및 다수의 부속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각 호스트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를 포함한다. 각 디바이

스(30-40)는 목표 채널 어댑터(target channel adapter)(TCA)를 포함한다. 상기 HCA 및 TCA는 직렬 링크의 네트

워크에 의해서 상호접속된다. 이 상호 접속부는 스위치 패브릭(a switch fabric)을 통해 형성된다. 스위치 패브릭은 

단일 스위치 또는 다수의 스위치를 포함할 수 있다. 동작 시에, 데이터는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IPv6)과 같은 인터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따르는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 및 디바이스 간에서 통신된다.

SAN에서 노드들 간의 통신은 메시지를 통해서 실행된다. 상기 메시지의 실례는 원격 직접형 메모리 액세스(RDMA) 

판독 또는 기록 동작, 채널 전송 및 수신 메시지, 멀티캐스트 동작을 포함한다. RDMA 동작은 SAN 상의 두 개의 노드

간의 데이터의 직접적인 교환 동작이다. 채널 동작은 접속 지향 셋업 및 제어 정보를 제공한다. 멀티캐스트 동작은 멀

티캐스트 그룹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메시지는 패킷 내부에서 전송된다. 패킷들이 결합되어 단일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다. 각 엔드 노드(end-node)는 관리 목적을 위한 전체적으로 유일한 식별자(a globally unique identifier)(GID)를 

갖는다. 엔드 노드에 접속된 각 HCA 및 TCA는 자신의 고유의 GID를 갖는다. 호스트는 몇몇 HCA를 가지며, 각 HCA

는 자신의 고유한 GID를 가지며, 이는 상이한 스위치 패브릭에 대한 용장도(redundancy) 또는 접속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각 TCA 및 HCA는 몇 개의 포트를 가지며 각 포트는 그 자신의 고유한 로컬 식별자(LID)를 가지며, 이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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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AN 및 스위치의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고유하다. 상기 GID는 고유한 128 비트 IPv6 어드레스와 유사하며, LID

는 상기 어드레스에서의 TCP 또는 UDP 포트이다.

HCA 및 TCA 간의 각 접속부는 일련의 가상 레인(Virtual Lanes)(VL)으로 하위 분할되어 통신을 위한 흐름 제어를 

제공한다. VL은 네트워크의 노드들 간의 통신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데이터 전달 간의 간섭을 방지한다. 

하나의 VL이 스위치 패브릭과 관련된 관리 패킷을 위해 예비된다. 상이한 서비스가 각 VL 내부에서의 패킷 흐름을 

위해서 유지될 수 있다. 가령, 서비스의 품질(Quality of Service : QoS)이 상호접속 VL를 기초로 하여 HCA와 TCA 

간에서 규정될 수 있다. 상호접속된 HCA 및 TCA는 큐 패어(Queue Pair)(QP)로서 규정될 수 있다. QP에서의 각 엔

드는 개재 링크(intervening link)을 걸쳐서 다른 엔드 로 전달될 메시지들의 큐를 갖는다. 상이한 애플리케이션과 관

련된 상이한 서비스 레벨이 각 QP에 할당될 수 있다. SAN의 동작은 관리 인프라스트럭쳐(a management infrastruc

ture)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관리 인프라스트럭쳐는 상기 스위치 패브릭의 관리를 감당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메시

지는 SAN를 가로질러서 상기 관리 인프라스트럭쳐의 요소들 간에서 관리 데이터그램의 형태로 전송된다. 상기 관리 

데이터그램은 SAN의 초기화 동안 그리고 다음의 동작 동안 SAN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SAN를 통해 이동

하는 관리 데이터그램의 개수는 SAN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관리 데이터그램은

SAN 내부의 리소스(resources)를 소모하는데, 만일 이와 같이 소모되지 않는다면 상기 리소스는 다른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위치에서의 처리 능력에 대해 관리 데이터그램이 요구하는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내에 접속된 통신 스위치의 관리 프로세서에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그램━상기 데이터그램은 상기 제어 정보를 포함함━을 상기 스

위치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 내의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어드레스에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버퍼 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

터그램에 응답하여 핸드쉐이크 플래그(a handshake flag)━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는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액세

스가능함━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상기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그

램 내에 저장된 상기 제어 정보를 액세스하여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처리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재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재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 로직은 바람직하게는 이어서 수신된 데이터그램으로 상기 데이터그램을 대체함으로써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제어 로직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에 존재하는 에러를 검출하고나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의 상기 

제어 정보로 임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는 바람직하게는 InfiniBand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스위치가 제공되며, 상기 스위치는 버퍼와,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그램━상기 데이터그램은 제어 정보를 포함함━을 수신하는 다수의 포트와, 상기 포트들을 선

택적으로 상호접속시키는 스위칭 로직과, 상기 스위칭 로직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핸드쉐이크 플래그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어드레

스에서 상기 버퍼 내에 상기 데이터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그램에 응답하여 상

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

여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에 저장된 상기 제어 정보를 액세스하여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며, 상기 제어 정보의 처리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재설정하고,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재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

하여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한다. 본 발명은 또한 중앙 처리 장치, 상술된 스위치, 상기 중앙 처

리 장치와 상기 스위치를 상호접속하는 버스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간략하게 기술될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SAN(system area network)를 위한 통신 스위치가 제공되며, 상기

스위치는 다수의 입출력 포트와, 상기 다수의 입출력 포트에 접속된 스위치 로직과, 상기 스위치 로직에 접속되어 선

택된 포트들 간에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기 포트들을 선택적으로 상호접속시키도록 상기 스위치 로직

을 제어하는 관리 프로세서와, 관리 데이터그램을 저장하는 관리 패킷 입력 버퍼(MPIB)와, 상기 MPIB, 상기 관리 프

로세서, 상기 스위치 로직에 접속된 버퍼 제어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버퍼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MPIB 내부의 어

드레스들 중 오직 서브세트만이 상기 관리 프로세서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있으며, 상기 MPIB 내부로 로딩된 완전한 

관리 데이터그램에 응답하여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상기 관리 프로세서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관리 데

이터그램이 이용될 수 있음을 상기 버퍼 제어 로직이 상기 관리 프로세서에게 표시하며, 상기 관리 프로세서는 상기 

버퍼 제어 로직에 의해 설정된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제거함으로써 상기 관리 데이터그램의 처리를 완료하였음

을 표시하고, 상기 관리 프로세서에 의한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 제거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버퍼 제어 로직(350)은

상기 MPIB 내부의 상기 관리 데이터그램을 상기 MPIB 내부에 저장된 임의의 새로운 관리 데이터그램으로 대체하고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설정함으로써 상기 새로운 관리 패킷이 상기 MPIB 내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상기 관리 프

로세서에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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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위치 장치로 인해서 바람직하게는 포트를 통해 데이터가 전달되는 속도가 외부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기 

관리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를 초과하게 된다.

통상적인 방식에서, 스위치에서 수신된 모든 관리 데이터그램은 RAM(random access memory) 내부로 로딩된다. 

이어서, 관리 프로세서가 상기 관리 데이터그램의 모든 주소 지정 동작(addressing)을 수행한다. 이는 제어 로직과 관

리 프로세서 간에서 보다 복잡한 핸드쉐이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보다 복잡한 핸드쉐이크로 말미암아 관리 프로세

서의 처리 부담 정도가 증가된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버퍼 제어 로직은 에러 검출을 위해서 입력 관리 데이터그램을 테스트한다. 임

의의 에러 보유 관리 데이터그램은 MPIB 내부에서 큐잉되지(queueing) 않으며 대신에 상기 버퍼 제어 로직에 의해서

폐기된다. 그러므로, 에러 보유 데이터그램은 관리 프로세서에 대해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다른 통상적인 

방법에서, 스위치에서 수신된 모든 관리 데이터그램은 선입 선출(FIFO) 메모리 내부에 저장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관리 패킷 내부에 포함된 제어 정보를 전후로 살펴보기(browse) 위해서는 내부 메모리 내의 모든 각 패킷을 관리 프

로세서가 복사할 필요가 있다. 만일 데이터그램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관리 프로세서에 의해 요구되는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기 방식은 관리 데이터그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상기 버퍼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관리 프로세서는 MPIB 내부의 임의의 바

이트로 임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이로써, 관리 프로세서는 전체 관리 데이터그램을 판독할 필요가 없이 상기 MP

IB 내부의 어드레스들 중 서브세트에 저장된 관리 데이터그램을 전후로 살펴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오직 예시적인 방식으로 기술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SAN(system area network)의 블록도,

도 2는 상기 SAN를 위한 호스트 시스템의 블록도,

도 3은 상기 SAN를 위한 스위치의 블록도,

도 4는 상기 스위치를 위한 관리 패킷 입력 버퍼의 블록도,

도 5는 상기 스위치를 위한 제어 로직의 동작과 관련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 1에서, InfiniBand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SAN(a system area network)의 실례는 다수의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

터 노드(10-20)와, 다수의 부속 디바이스(30- 40)를 포함한다. 상기 부속 디바이스(30-40)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 장

치, 프린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각 호스트(10-20)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를 포함한다. 

각 디바이스(30-40)는 목표 채널 어댑터(TCA)를 포함한다. 상기 HCA 및 TCA는 직렬 링크(50-100)의 네트워크에 

의해 상호접속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다수의 스위치(120-130)를 포함하는 스위치 패브릭(110)을 통해서 형성된다

. 동작 시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IPv6)과 같은 인터네트워킹 프로토콜을 따르는 네트워크에 걸쳐서 데이터가 호스

트(10-20)와 디바이스(30-40) 간에서 통신된다. 상기 IPv6은 SAN 내부에서 어드레스 할당 및 라우팅 및 보안 프로

토콜을 용이하게 한다. HCA 및 TCA는 패킷 또는 접속 기반 기술에 따라서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이로써, 데이터 블

록을 전달하는 디바이스와 연속적인 데이터 스트림을 전달하는 디바이스가 SAN 내부로 편리하게 포함될 수 있다.

도 2에서, 호스트 컴퓨터 노드(20)는 PCI 버스 서브시스템(230)과 같은 버스 서브시스템에 의해 상호접속되는 다수

의 중앙 처리 장치(CPU)(200-220)를 포함한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240)는 메모리 제어기(250)를 통해 버스 

서브시스템(230)에 접속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처럼, 스위치(130)는 호스트(20) 내부에 통합될 수 있다. 동작 시에, 

각 CPU(200-220)는 메모리(도시되지 않음)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코드

를 실행한다. CPU(200-220)와 SAN의 다른 노드 간의 데이터 통신은 버스 서브시스템(230), 메모리 제어기(250), H

CA(240), 스위치(130)를 통해서 실행된다. 메모리 제어기(250)는 버스 서브시스템(230)과 HCA(240) 간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HCA(240)는 버스 서브시스템(230)과 양립할 수 있는 형식과 SAN과 양립할 수 있는 형

식 간에서 일시적 데이터(transient data)를 변환시킨다. 스위치는 HCA(240)로부터 도달한 데이터를 그의 의도된 목

적지로 향하게 하며 HCA(240)로 어드레스된 데이터를 HCA(240)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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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내에서 노드들(10-130) 간의 통신은 메시지를 통해서 실행된다. 상기 메시지의 실례는 원격 직접형 메모리 액

세스(RDMA) 판독 또는 기록 동작, 채널 전송 및 수신 메시지, 멀티캐스트 동작을 포함한다. RDMA 동작은 네트워크 

상의 두 개의 노드(10-40) 간의 데이터의 직접적인 교환 동작이다. 채널 동작은 접속 지향 셋업 및 제어 정보를 제공

한다. 멀티캐스트 동작은 멀티캐스트 그룹을 생성하고 제어한다. 메시지는 패킷 내부에서 전송된다. 패킷들이 결합되

어 단일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다. 메시지는 노드 내부의 운영 체제 레벨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패킷은 네트워크 레벨

에서 처리된다. SAN의 엔드 노드(10-40) 간의 신뢰할만한 접속은 목적지 노드(10-40)에 의해서 확립되는데, 여기서

상기 목적지 노드는 각 패킷에 대해서 시퀀스 번호를 유지하고 수신된 각 패킷에 대해서 소스 노드(10-40)로 다시 전

송되는 확인 메시지(acknowledgment)을 생성하고, 복제 패킷을 거부하며, 재전달 위해서 소스 노드(10-40)에게 미

싱 패킷(missing packets)을 통지하며, 스위치 패브릭(110)의 스위칭에서의 고장에 대한 복구 장치를 제공한다. 엔드

노드(10-40) 간의 다른 타입의 접속이 특정 통신 태스크의 요구 사항에 따르는 상이한 접속 프토토콜을 기초로 하여 

확립될 수 있다. 각 엔드 노드(end-node)(10-40)는 관리 목적을 위한 전체적으로 유일한 식별자(a globally unique i

dentifier)(GID)를 갖는다. 엔드 노드(10-40)에 접속된 각 HCA 및 TCA는 자신의 고유의 GID를 갖는다. 호스트(10-

20)는 몇몇 HCA를 가지며, 각 HCA는 자신의 고유한 GID를 가지며, 이는 상이한 스위치 패브릭(110)에 대한 용장도

(redundancy) 또는 접속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각 TCA 및 HCA는 몇 개의 포트를 가지며 각 포트는 그 자신의 고유한

로컬 식별자(LID)를 가지며, 이 식별자는 SAN 및 스위치(120-130)의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 고유하다. 상기 GID는 

고유한 128 비트 IPv6 어드레스와 유사하며, LID는 상기 어드레스에서의 TCP 또는 UDP 포트이다.

HCA 및 TCA 간의 각 접속부는 일련의 가상 레인(Virtual Lanes)(VL)으로 하위 분할되어 통신을 위한 흐름 제어를 

제공한다. VL은 네트워크의 노드들 간의 통신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데이터 전달 간의 간섭을 방지한다. 

하나의 VL이 스위치 패브릭(110)과 관련된 관리 패킷을 위해 예비된다. 상이한 서비스가 각 VL 내부에서의 패킷 흐

름을 위해서 유지될 수 있다. 가령, 서비스의 품품질(Quality of Service : QoS)이 상호접속 VL를 기초로 하여 HCA

와 TCA 간에서 규정될 수 있다. 상호접속된 HCA 및 TCA는 큐 패어(Queue Pair)(QP)로서 규정될 수 있다. QP에서

의 각 엔드는 개재 링크(intervening link)을 걸쳐서 다른 엔드로 전달될 메시지들의 큐를 갖는다. 상이한 애플리케이

션과 관련된 상이한 서비스 레벨이 각 QP에 할당될 수 있다. 가령, 멀티미디어 비디오 스트림은 시간 동기화된 메시

지의 연속적인 흐름을 제공하는 서비스 레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SAN의 동작은 관리 인프라스트럭쳐(a management infrastructure)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관리 인프라스트럭쳐는 

상기 스위치 패브릭(110)의 관리, 파티션 관리(partition management), 접속 관리, 디바이스 관리, 베이스보드 관리

를 감당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상기 스위치 패브릭 관리는 스위치 패브릭(110)이 요구된 네트워크 구성을 제공하도

록 동작하고 상기 네트워크 구성이 하드웨어를 추가 또는 제거하도록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상기 파

티션 관리는 상기 스위치 패브릭(110)을 걸쳐서 QoS 방침을 강화시킨다. 상기 접속 관리는 엔드 노드(10-40) 간에서

채널이 확립되는 방식을 결정한다. 상기 디바이스 관리는 엔드 노드(10-40)에 대한 진단을 감당하며 식별을 제어한

다. 상기 베이스보드 관리는 노드(10-130) 내부의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상술된 관리 요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이 사용될 

수 있다.

메시지는 SAN를 가로질러서 상기 관리 인프라스트럭쳐의 요소들 간에서 관리 데이터그램의 형태로 전송된다. 관리 

데이터그램은 모든 링크 내의 상술된 예비된 VL을 통해서 전송된다. 보안 키(security keys)가 관리 인프라스트럭쳐

에 의해 사용되어 SAN의 노드(10-130)를 재프로그램하거나 상기 패브릭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승인 사항을 규정한

다. 상기 관리 데이터그램은 SAN의 초기화 동안 그리고 다음의 동작 동안 SAN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SA

N를 통해 이동하는 관리 데이터그램의 개수는 SAN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관리

데이터그램은 SAN 내부의 리소스(resources)를 소모하는데, 만일 이와 같이 소모되지 않는다면 상기 리소스는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도 3에서, 스위치(130)는 다수의 입출력 포트(300-307)를 포함하며, 이 포트 들은 이에 대응하는 다수의 물리 층 인

터페이스(310-317)를 통해 스위치 로직(320)에 접속된다. 상기 물리 층 인터페이스(310-317)는 스위칭 로직의 입

출력 라인을 SAN의 물리적 네트워크 접속부에 정합시킨다.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인스트럭션 코드에 의해 구성된 

관리 프로세서(MP)(330)는 스위치 로직(320)에 접속된다. 상기 스위치 로직(320)은 관리 프로세서(330)에 의해 제

어되어 포트(300-307)의 쌍들을 선택적으로 상호접속시키며 이로써 선택된 포트(300-307) 간의 데이터 통신을 수

행한다. 스위치(130)는 관리 패킷 입력 버퍼(MPIB)(340)를 포함한다. 버퍼 제어 로직(350)은 MPIB(340), 관리 프로

세서(330), 스위치 로직(320)에 접속된다.

도 4에서, 동작시에, 스위치(130)에서 수신된 관리 데이터그램(400-430)은 버퍼 제어 로직(350)을 통해 관리 프로

세서(330)로 공급되기 위해 MPIB(340) 내의 버퍼 제어 로직(350)에 의해 큐잉된다. 이로써, 데이터가 포트(300-30

7)를 통해 전달되는 속도가 외부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도 관리 프로세서(330)의 처리 속도를 초과하게 된다. 오직 M

PIB(340)의 헤드 내의 패킷만을 관리 프로세서(330)가 볼수 있도록 데이터 패킷은 MPIB(340) 내에서 큐잉된다. 구

체적으로 말하자면, MPIB(340)는 관리 데이터그램(400-430)을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그러나,

버퍼 제어 로직(350)에 의해서, 오직 MPIB(340) 내의 어드레스 중 서브세트(440)만이 관리 프로세서(330)에 의해서

액세스가능하게 된다. 서브세트(440)는 MPIB(340)의 헤드로부터 연장된다. 가령, 데이터그램(400)은 MPIB(3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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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에 위치하며 이로써 관리 프로세서(330)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그램(410)은 서브세트(440)

의 외부에 위치하는 MPIB 내의 어 드레스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데이터그램(410)은 관리 프로세서(330)에 의해서 

액세스될 수 없다.

완전한 관리 데이터그램(400)이 일단 MPIB(340) 내부로 로딩되면, 버퍼 제어 로직(350)은 관리 프로세서(330)에게 

핸드쉐이크 플래그(450)를 관리 프로세서(330)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관리 데이터그램(400)이 이용될 수 있

음을 표시한다. 가령, 핸드쉐이크 플래그(450)는 제어 로직(350) 및 프로세서(330)에 접속된 레지스터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버퍼 제어 로직(350)은 에러 검출을 위해서 입력 관리 데이터그램(400-430)을 테스트한다. 임의의 에러 보유 

관리 데이터그램은 MPIB(340) 내부에서 큐잉되지 않으며 대신에 버퍼 제어 로직(350)에 의해서 폐기된다. 이로써, 

관리 프로세서(330)에 대해 투명한 방식으로 에러 보유 데이터그램이 처리된다.

상기 버퍼 제어 로직(350)에 의해서 상기 관리 프로세서(330)는 MPIB(340) 내부의 임의의 바이트로 임의적으로 액

세스할 수 있다. 이로써, 관리 프로세서(330)는 전체 관리 데이터그램(400)를 판독하지 않고도 MPIB(340) 내의 어드

레스 중 서브세트(440) 내에 저장된 관리 데이터그램(400)을 전후로 살펴볼 수 있다.

관리 프로세서(330)는 버퍼 제어 로직(350)에 의해서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450)를 제거함으로써 관리 데이터

그램(400)의 처리를 완료했음을 표시한다. 이러한 핸드쉐이크 플래그(450)의 제거 결과에 응답하여, 버퍼 제어 로직(

350)은 MPIB(340)로부터 관리 데이터그램(400)을 제거한다. 이어서, 버퍼 제어 로직(350)은 존재한다면 다음 관리 

데이터그램(410)을 MPIB(340) 내의 동일한 어드레스 위치로 이동시킨다. 상기 버퍼 제어 로직(350)은 핸드쉐이크 

플래그(450)를 재설정함으로써 새로운 관리 패킷(410)이 MPIB(340) 내에서 이용가능하게 됨을 관리 프로세서(330)

에게 표시한다. 상기 버퍼 제어 로직(350)은 하드웨어형 로직, 프로그램가능한 로직 어레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프로그램되는 전용 프로세서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관리 데이터그램(400-430)으로부터의 제어 정보를 관리 프로세서(330)에 제공하는 

방법의 실례가 도 5에 도시된 흐름도를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5의 단계(500)에서, 스위치(130)는 SAN으로부

터 관리 데이터그램(320)을 수신한다. 단계(510)에서, 제어 로직(350)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에러를 검출하고나서 그

데이터그램(400)을 폐기한다. 단계(520)에서, 제어 로직(350)은 MPIB(340) 내에서 관리 프로세서(330)에 의해서 액

세스가능한 어드레스에 데이터그램을 저장한다. 단계(530)에서, 제어 로직(350)은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그램(400)에 응답하여 핸드쉐이크 플래그(450)를 설정한다. 단계(540)에서,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450)

에 응답하여 관리 프로세서(330)는 데이터그램(400) 내에 저장된 제어 정보를 액세스하여 이를 처리한다. 단계(550)

에서, 관리 프로세서(330)는 제어 정보 처리를 완료한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재설정한다. 단계(560)에서, 제어 로직(3

50)은 상기 프로세서(330)에 의해 재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450)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데이터그램(4

00)을 폐기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 단계(560)에서 데이터그램(400)을 폐기하는 단계는 데이터그램(400)을

다음에 수신된 데이터그램(410)으로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 단계(5

10)는 생략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에서, 단계(540)에서 제어 로직(350)에 의해서 프로세서(330)는 

데이터그램 내에 저장된 제어 정보를 임의로 액세스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내에 접속된 통신 스위치의 관리 프로세서에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그램을 상기 스위치에서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 내의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어드레스에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버퍼 내

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그램에 응답하여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액세

스가능한 핸드쉐이크 플래그(a handshake flag)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상기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그램 내에 저장된 상기 제어 정보를

액세스하여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상기 제어 정보의 처리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재설정하는 단계와,



공개특허 10-2004-0008124

- 7 -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재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

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는 다음에 수신된 데이터그램으로 상기 데이터그램을 대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저장하기 이전에, 그 내부에 존재하는 에러를 검출하고나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서 상기 데이터그램을 액세스하는 단계는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의 상

기 제어 정보를 임의적으로 액세스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는 InfiniBand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 제공 방법.

청구항 6.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통신 스위치에 있어서,

버퍼와,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그램 수신하는 다수의 포트와,

상기 포트들을 선택적으로 상호접속시키는 스위칭 로직과,

상기 스위칭 로직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핸드쉐이크 플래그와,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액세스가능한 어드레스에서 상기 버퍼 내에 상기 데이터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어드레스에 저

장되어 있는 상기 데이터그램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제어 로직을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에 저장된 상기 제어 정보를 액세

스하여 상기 제어 정보를 처리하며, 상기 제어 정보의 처리 결과에 응답하여 상기 핸드쉐이크 플래그를 재설정하고,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재설정된 핸드쉐이크 플래그에 응답하여 상기 어드레스로부터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하는

통신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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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은 상기 데이터그램을 다음에 수신된 데이터그램으로 대체함으로써 상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하는

통신 스위치.

청구항 8.
제 6 항 또는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내에 상기 데이터그램을 저장하기 이전에, 상기 제어 로직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에러를 검출하고나서 상

기 데이터그램을 폐기하는

통신 스위치.

청구항 9.
제 6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로직에 의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데이터그램 내부의 상기 제어 정보에 임의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통신 스위치.

청구항 10.
제 6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스위치는 InfiniBand 네트워크를 위한 것인

통신 스위치.

청구항 11.
중앙 처리 장치, 제 6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서 청구된 통신 스위치, 상기 중앙 처리 장치와 상기 통신 스위

치를 상호접속하는 버스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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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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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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