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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동기전송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에 있어서 보장성 프레임율(Guaranteed Frame Rate)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는, 입력되는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제너릭 셀 레이트 알고리즘, 셀 손실 우선 비트 및 최대 프레임 크기의 확인여부를 테스
트하여 모든 셀이 확인된 경우에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를 확인 값으로 설정하고 어느 한 셀이라도 확인되
지 않은 경우에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를 비확인 값으로 설정하는 셀 확인부와, 상기 확인 비트가 확인값
으로 설정된 셀은 고순위 큐로 할당하고 상기 확인 비트가 비확인값으로 설정된 셀은 저순위 큐로 할당하며, 상기 고순
위 큐에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최소 셀 전송속도를 보장하여 전송하며 상기 저순위 큐에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네트워
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른 셀 전송속도로 전송하는 버퍼관리부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ATM, GFR 서비스, 프레임, 트래픽, 셀 확인, 버퍼 관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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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의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에서의 셀 확인 테스트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에서의 확인 셀 및 비확인 셀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전송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이하 'ATM'이라 한다)에 있어서 보장성 프레임율(Guar
anteed Frame Rate; 이하 'GFR'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GFR 서비스는 ATM에서 비실시간 어플리케이션(non-realtime application)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카
테고리이다. GFR 서비스는 최소 전송속도(minimum rate)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동적으로 가용한 대역폭(bandwidth)을 부가적으로 접속하는 잇점이 있다. GFR 서비스는 ABR(Available Bi
t Rate) 서비스처럼 복잡한 흐름 제어 프로토콜(flow control protocol)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비스 보장은 AAL-5 
PDU(ATM Adaptation Layer 5 Protocol Data Unit; 이하 '프레임'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복수개의 셀을 묶어 전송로에 보낼 경우에 셀을 묶는 단위를 말한다. 상기 프레임의 구조는 AAL의 어느 서브 레이어에
서 사용되는 프레임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PDU 헤더, PDU 페이로드 및 PDU 트레일러로 구성된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구조의 프레임은 ATM 계층(ATM Layer)에서는 처리되지 못하므로, ATM셀 헤더의 페이로
드 타입(Payload Type) 필드 PT를 사용하여 프레임의 마지막 셀을 표시함으로써 프레임을 구분한다.
    

    
GFR 서비스는 네트워크 폭주 상황에서 임의로 셀 폐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단위로 폐기를 수행한다. 따라
서, GFR 서비스는 사용자 데이터 셀이 ATM 계층에서 식별(delineate)할 수 있는 프레임의 형태로 조직될 것을 요구
한다. GFR 연결이 설정되면 엔드 시스템(end system)은 최대 셀 전송속도(Peak Cell Rate; 이하 'PCR'이라 한다)와 
최소 셀 전송속도(Minimum Cell Rate; 이하 'MCR'이라 한다)를 설정한다. MCR은 최대 프레임 크기(Maximum Fr
ame Size; 이하 'MFS'라 한다), 즉 한 프레임당 셀의 최대 개수로써 정의된다. 사용자는 PCR까지는 임의 비율로 셀을 
항상 보낼 수 있으나, 네트워크는 MCR 내에서의 완전한 프레임으로 셀 전송을 수행한다. MCR을 넘는 트래픽은 가용
한 자원 한도 내에서 전달된다.
    

이상의 서비스 보증은 사용자가 MFS를 초과하지 않는 프레임을 전송한다면 모든 프레임이 최소의 손실만으로 네트워
크를 통해 전달될 것을 의미한다. GFR 서비스는 또한 사용자에게 MCR를 초과하는 전송을 허용하며, 초과된 트래픽은 
가용한 자원 한도내에서 전달된다. 또한 서비스는 각 사용자로부터의 초과된 트래픽이 가용한 자원을 공정한 배분으로 
접속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사용자는 프레임을 마크(mark)하거나 마크하지 않고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마크한 프레임이란 프레임 내의 각 셀
의 셀 손실 우선(Cell Loss Priority; 이하 'CLP'라 한다) 비트가 '1'인 프레임을 말하며, 마크하지 않은 프레임이란 프
레임 내의 각 셀의 CLP 비트가 '0'인 프레임을 말한다. 프레임을 마크하여 전송함으로써, 사용자는 마크한 프레임(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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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이 마크하지 않은 프레임(CLP=0)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네트워크에게 통지한다. MCR 보증은 마크하지 않은 
프레임에만 적용된다. 사용자가 SVC(Switched Virtual Channel) 또는 PVC(Permanent Virtual Channel)를 통해 
테그(tag) 옵션을 요구하면, 네트워크는 마크하지 않은 프레임의 셀에 태그 붙이기(tagging)를 수행할 수 있다. 태그 
붙이기란 네트워크가 CLP 비트를 1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태그 옵션이 없으면, 네트워크는 태그를 붙일 수 없다. 다
만, 실제 서비스 구현에 있어 가상 경로 연결(Virtual Path Connection)에서는 프레임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GFR 서비스는 가상 채널 연결(Virtual Channel Connection)에만 적용된다.
    

    
GFR 서비스는 GFR.1과 GFR.2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들은 프레임 기반 제너릭 셀 레이트 알고리즘(Generic Cel
l Rate Algoithm; 이하 'GCRA'라 한다) 테스트에 기반한 CLP 비트의 처리가 각각 다르다. GFR.1은 프레임내 셀들의 
CLP가 모두 0이거나 모두 1인 프레임에 대하여 CLP 비트를 그대로 수송하며, 태그 붙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GFR.
2은 프레임 기반 GCRA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프레임의 모든 셀에 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프레임에 태그 붙이기를 
허용한다.
    

GFR 서비스에 관한 상세 자료는 ATM Forum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관련 문서명은 'Traffic Man
agement Specification Draft Version 4.1'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GFR 서비스의 특성상 GFR.2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프레임 기반 GCRA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프
레임에 대하여 태그 붙이기가 가능하면, 네트워크는 전송을 보장해야 할 프레임과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전송해야 할 
프레임을 CLP 비트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분이 가능하면 구현의 용이성과 성능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
스템 구현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GFR.1처럼 네트워크에서 태그 붙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는 사용
자가 마크한 CLP 비트에만 의존하여 전송을 보장할 프레임을 구분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에서 미리 약정된 트래픽 계약
을 준수한 셀을 확인 셀(Confirming Cell), 준수하지 않은 셀을 비확인 셀(non-confirming cell)이라 할 때, 이 경우
는 비확인 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비확인 셀 처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동기전송모드에서 GFR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확인 셀과 비확인 셀을 구분
하여 각기 다른 출력 버퍼 큐에 저장함으로써 네트워크 특성에 맞는 GFR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비확인 셀에 대하여도 CLP 비트를 체크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낸 마크하지 않은 셀을 
최대한 보호하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입력되는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제너릭 셀 레이트 알고리즘, 셀 손실 우선 비
트 및 최대 프레임 크기의 확인여부를 테스트하여 모든 셀이 확인된 경우에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를 확인 
값으로 설정하고 어느 한 셀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를 비확인 값으로 설정하
는 셀 확인부와, 상기 확인 비트가 확인값으로 설정된 셀은 고순위 큐로 할당하고 상기 확인 비트가 비확인값으로 설정
된 셀은 저순위 큐로 할당하며, 상기 고순위 큐에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최소 셀 전송속도를 보장하여 전송하며 상기 저
순위 큐에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른 셀 전송속도로 전송하는 버퍼관리부로 구성됨을 특징
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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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가능
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
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구성 및 그 동작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ATM GFR 서비스 제공장치는 셀 확인부(Cell Confirming Block)(100)과 버퍼 관리부(
Buffer Management Block)(110)로 구성된다. 셀 확인부(100)는 셀 확인 테스트부(Cell Confirming Test Block)
(101)와, 상기 셀 확인 테스트부(101)에 연결된 확인 비트 설정부(Confirming Bit Setting Block)(102)로 구성된
다. 버퍼 관리부(110)는 상기 확인 비트 설정부(102)에 연결된 셀 할당부(Cell Allocation Block)(111)와, 상기 셀 
할당부(111)에 연결되는 버퍼 큐(Buffered Queue)(113)와, 상기 버퍼 큐(113)의 동작을 제어하는 큐 제어부(Que
ue Control Block)(112)로 구성된다.
    

상기 셀 확인부(100)는 GFR 연결의 입력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셀 확인 테스트와 확인 비트 설정 동작을 수행한
다.

상기 셀 확인부(100)를 구성하는 셀 확인 테스트부(101)는 GFR 연결의 입력 프레임 내의 각 셀을 소정의 트래픽 파
라미터, 예컨대 후술하는 GCRA, CLP 비트 및 MFS에 관한 셀 확인 테스트를 수행한다. 상기 셀 확인 테스트의 개념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서, 상기 언급한 'Traffic Management Specification Draft Version 4.1'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셀 확인 테스트부(101)가 수행하는 상기 셀 확인 테스
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본 발명의 셀 확인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하는 트래픽 파라미터들과 알고리즘에 관하
여 설명한다.

트래픽 파라미터는 자원의 트래픽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트래픽 파라미터는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일 수 있
다. 흔히 사용하는 트래픽 파라미터에는 PCR, 평균 셀 전송속도(Sustainable Cell Rate; 이하 'SCR'이라고 한다), M
CR 및 MFS 등이 있다. PCR은 한 프레임 내에서 각 셀의 도착시각 간격중 최소(minimum inter-arrival time)인 것
의 역수로 정의된다.

    
셀 다중화와 같은 ATM 계층(ATM Layer)의 기능은 셀 지연 변화율(Cell Delay Variation)을 도입함으로써 커넥션
의 트래픽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커넥션으로부터의 셀이 다중화 되었을 때, 한 커넥션의 셀은 다른 커
넥션의 셀이 다중화기의 출력에 삽입되는 동안 지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물리층 오버헤드(physical layer overhea
d)나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셀이 삽입되는 동안에도 셀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PCR
의 역수로 표현되는 최대 방출 시간(peak emission interval) T를 참조하면, 어떠한 임의성도 UNI(User Network 
Interface)에서 모니터되는 커넥션의 일련의 셀 사이의 도착간격(inter-arrival time)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클럼핑(
clumping) 측정의 상한(upper bound)는 셀 지연 변동 허용량(Cell Delay Variation Tolerance; 이하 'CDVT'라 한
다)이다.
    

    
제너릭 셀 레이트 알고리즘(GCRA)은 트래픽 계약(traffic contract)에 대한 확인(confirmance)을 정의하는데 사용
된다. 각 셀이 도착한 경우, GCRA는 셀이 커넥션의 트래픽 계약을 확인하였는지를 결정한다. GCRA는 일종의 가상 스
케줄링 알고리즘(virtual scheduling algorithm) 및 연속상태 리키 버킷 알고리즘(continuous-state Leaky Bucke
t Algorithm)이다. 가상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나 리키 버킷 알고리즘에 관하여는 잘 알려져 있다. 흔히 GCRA는 PCR과 
CDVT 사이 또는 SCR과 BT(Burst Tolerence)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GCRA는 증분(Increment) 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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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값(Limit) L의 두 가지 파라미터로 정의된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나타낸 GCRA(I,L)는 I의 증분 파
라미터 값과 L의 한계값 파라미터 값을 갖는 GCRA를 의미한다.
    

GFR 서비스에서 확인이란, 다음의 각 조건하에서 어느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한 확인에 기반하고 있다. 즉, 프레임 
내의 각 셀이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하여 확인일 때 프레임이 확인된다고 하고, 한 개 이상의 셀이 다음의 각 조건중 하
나라도 만족하지 못하여 비확인일 때 프레임이 비확인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생성한 셀은 다음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확인이라고 정의한다.

조건 1: 셀의 GCRA(1/PCR, CDVT)가 확인된다.

조건 2: 셀의 CLP 비트는 프레임의 첫 번째 셀의 CLP 비트와 같은 값을 갖는다.

조건 3: 셀이 프레임의 마지막 셀이거나 프레임내의 셀의 개수가 MFS보다 작아야 한다.

도 2는 복수의 셀을 구비하고 입력되는 프레임 내의 각 셀이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나타
낸 도면으로서, 도 1의 셀 확인 테스트부(101)에 의해서 수행된다.

    
도 2를 참조하면, 단계 200에서 프레임 내의 어느 셀이 셀 확인 테스트부(101)에 도착하면, 상기 셀 확인 테스트부(1
01)는 단계 210에서 상기 셀이 GCRA를 만족하는지 테스트한다. GCRA 테스트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은 1/PCR과 
CDVT으로써 각각 GCRA 테스트의 증분 및 한계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PCR은 CLP=0+1인 셀, 즉 CLP 비트가 0 또
는 1인 셀의 스트림에 대하여 정의된다. 상기 GCRA에 관한 설명에서와 같이 1/PCR은 프레임 내의 각 셀이 도착할 때
마다 갱신되며, 다음 셀의 도착 예상시간을 나타낸다. CDVT는 도착 예상시간, 즉 1/PCR에 대한 상하 오차 한계값이다. 
프레임 내의 각 셀이 도착 예상시간 1/PCR의 상하 오차 한계값 CDVT 범위 내에 도착하면 셀의 GCRA는 확인되는 것
이며, 이때에는 단계 220을 수행한다.
    

    
상기 셀 확인 테스트부(101)는 단계 220의 판단에서 상기 셀이 프레임 내의 첫 번째 셀이면 단계 221로 진행한다. 상
기 셀 확인 테스트부(101)는 단계 221에서 첫 번째 셀의 CLP 비트값을 내부 레지스터에 등록한다. 상기 단계 220의 
판단에서 첫 번째 셀이 아니면 상기 셀 확인 테스트부(101)는 단계 222로 진행하여 등록되어있는 첫 번째 셀의 CLP 
비트 값과 같은지 테스트한다. 상기 셀의 CLP 비트값이 등록되어 있는 프레임의 첫 번째 셀의 CLP 비트값과 같은 경우 
그 셀의 CLP 비트는 확인되는 것이고, 다른 경우 셀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기 단계 222에서 그 셀의 CLP 비트가 확인된 경우에, 상기 셀 확인 테스트부(101)는 단계 230을 수행한다. 단계 2
30의 판단에서 상기 셀이 프레임의 마지막 셀이 아니면 단계 231로 진행하여 그 때 까지의 셀의 개수가 MFS보다 작은
지 판단한다. 프레임 내의 각 셀이 도착할 때마다 그 때까지의 셀 개수가 MFS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여 작으면 그 셀의 
MFS는 확인 된다. 상기 단계 231에서 상기 셀 개수가 MFS보다 크면 그 셀의 MFS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기 셀이 프
레임의 마지막 셀인 경우에도 그 셀의 MFS는 확인되는 것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상기 셀이 상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 확인 되는 경우에 단계 240에서 셀이 확인된다고 정의한다. 단계 
210, 단계 222 및 단계 231의 판단에서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못하여 상기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
계 241에서 상기 셀은 비확인된다고 정의한다.

상기의 조건들은 프레임을 단위로 각 셀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어느 셀이 폭주 문턱값(Congested Threshold Valu
e)을 넘어 도착하는 경우에도 상기 조건들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프레임 내의 다른 셀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게 된다.

 - 5 -



등록특허 10-0306166

 
    
다시 도 1로 되돌아 가면, 셀 확인 테스트부(101)로 입력되는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소정의 트래
픽 파라미터 및 알고리즘에 관한 셀 확인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경우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은 확인 경로(Confirming 
Path)(103)를 통하여 확인 비트 설정부(102)로 전달된다. 상기와 같은 소정의 트래픽 파라미터 및 알고리즘에 관한 
셀 확인 테스트에서 어느 하나에 관한 테스트라도 통과하지 못한 셀을 가진 프레임 내의 각 셀은 비확인 경로(Non-c
onfirming Path)(104)를 통하여 확인 비트 설정부(102)로 전달된다.
    

    
확인 비트 설정부(102)는 확인 경로(103)를 통해 전달되는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각 셀의 헤더부에 존재하는 
HEC(Header Error Control) 필드중 최상위 비트에 확인 비트(Confirming Bit) CB를 확인값 '0'(Low)으로 설정한
다. 확인 비트 CB가 확인값 '0'으로 설정된 셀은 확인 셀이 된다. 확인 비트 설정부(103)는 비확인 경로(104)를 통해 
전달되는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HEC 필드중 최상위 비트에 확인 비트 CB를 비확인값 '1'(High)로 설정한다. 확
인 비트 CB가 비확인값 '1'로 설정된 셀은 비확인 셀이 된다. 상기 소정의 트래픽 파라미터, 즉 GCRA, CLP 비트 및 M
FS에 관한 셀 확인 테스트는 프레임 단위의 각 셀에 대하여 행하여 지므로, 확인 비트는 프레임 내에서는 값이 동일하
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동기전송모드의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에서의 확인 셀 및 비
확인 셀을 나타낸 도면이다. 확인 비트 CB는 셀 헤더부의 HEC 필드중 최상위 한 비트를 사용한다. 확인 비트 CB의 값
이 '0'인 경우는 확인 셀이 되며, '1'인 경우는 비확인 셀이 된다. 확인 비트 설정부(102)는 상기와 같이 확인 비트 CB
를 설정한 프레임 내의 각 셀을 버퍼 관리부(110)로 전달한다.
    

버퍼관리부(110)에서 셀 할당부(Cell Allocation Block)(111)는 입력 셀의 확인 비트 CB의 값에 따라, 확인 비트 C
B가 확인 값 '0'인 셀은 고순위 큐(High Priority Queue)(114)로 확인 비트 CB가 비확인 값 '1'인 셀은 저순위 큐(L
ow Priority Queue)(115)로 할당한다.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 CB의 값은 동일하므로 고순위 큐(114) 또
는 저순위 큐(115)에는 프레임 단위로 셀이 할당된다.

    
큐 제어부(110)는 고순위 큐(114)에 입력된 셀에 대하여는 MCR을 보장하여 전송한다. 상기 큐 제어부(110)는 저순
위 큐(115)에 네트워크에 폭주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폭주 큐 값(Congested Queue Depth)을 설정해 둔다. 저순위 
큐(115)에 할당된 셀들의 큐 값이 상기 폭주 큐 값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큐 제어부(110)는 상기 저순위 큐에 
할당된 셀들에 대하여는 ABR 등 다른 ATM 서비스와 함께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을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큐 제어부(110)는 상기 저순위 큐로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른 셀 전송속도로 
전송한다. 상기 저순위 큐(115)에 할당된 셀들의 큐 값이 상기 폭주 큐 값을 넘는 경우, 즉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른 셀 전송속도로는 저순위 큐에 할당된 셀들을 모두 전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 큐 제어부(110)는 저순위 큐에 
할당된 셀을 프레임 단위로 폐기를 수행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전송속도)을 관리한다. 프레임 단위로 폐기한다 함은 프
레임 내의 각 셀을 모두 동시에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며, 폐기 대상인 프레임을 정하고 그 프레임 내의 각 셀을 CLP 값
에 의거하여 선택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가 폭주 상황인 경우에는 저순위 큐(115)에서 CLP=1인 
셀부터 우선적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마크하지 않고 보낸 셀(CLP=0)을 최대한 보호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
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시스템 내부에서 확인 비트 CB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태그 붙이기를 할 수 있는 GFR.
2 서비스의 기능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태그 붙이기를 할 수 없는 GFR.1 서비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셀에 대한 셀 확인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커넥션 계약을 위반한 셀인 경우에도 사용
자가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여 마크하지 않고 보낸 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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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별화된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므로 네트워크의 커넥션 계약을 위반한 사용자로부터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
하도록 하는 잇점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제너릭 셀 레이트 알고리즘, 셀 손실 우선 비트 및 최대 프레임 크기의 확인여
부를 테스트하여 모든 셀이 확인된 경우에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를 확인 값으로 설정하고 어느 한 셀이라
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프레임 내의 각 셀의 확인 비트를 비확인 값으로 설정하는 셀 확인부와,

상기 확인 비트가 확인값으로 설정된 셀은 고순위 큐로 할당하고 상기 확인 비트가 비확인값으로 설정된 셀은 저순위 
큐로 할당하며, 상기 고순위 큐에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최소 셀 전송속도를 보장하여 전송하며 상기 저순위 큐에 할당
된 셀에 대하여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른 셀 전송속도로 전송하는 버퍼관리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
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셀 확인부는

상기 입력되는 한 프레임 내의 각 셀에 대하여 상기 제너릭 셀 레이트 알고리즘, 셀 손실 우선 비트 및 최대 프레임 크
기의 확인 여부를 테스트하여 상기 각 셀을 상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전달하는 셀 확인 테스트부와,

상기 셀 확인 테스트 결과 확인된 셀이 전달되는 확인 경로와,

상시 셀 확인 테스트 결과 확인되지 않은 셀이 전달되는 비확인 경로와,

상기 확인 경로를 통해 입력되는 셀에 대하여는 확인 셀임을 나타내는 확인값을, 상기 비확인 경로를 통해 입력되는 셀
에 대하여는 비확인 셀임을 나타내는 비확인 값을 셀의 헤더 에러 제어 필드의 어느 한 비트에 각각 설정하는 확인 비트 
설정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관리부는

상기 확인 셀인 경우에는 상기 고순위 큐로 상기 비확인 셀인 경우에는 상기 저순위 큐로 할당하는 셀 할당부와,

상기 고순위 큐와 상기 저순위 큐로 구성되며 소정의 제어를 받아 상기 할당된 셀을 큐잉하는 버퍼 큐와,

상기 고순위 큐 및 저순위 큐를 제어하여 상기 고순위 큐에 할당된 상기 셀에 대하여는 최소 셀 전송속도를 보장하여 전
송하며 상기 저순위 큐에 할당된 셀에 대하여는 네트워크의 가용 대역폭에 따른 셀 전송속도로 전송하는 큐 제어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큐 제어부는 상기 저순위 큐에 소정의 폭주 큐 값을 설정하고, 상기 저순위 큐에 할당된 셀들의 
큐 값이 폭주 큐 값 이상일 때는 프레임 단위의 셀 폐기를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
비스 제공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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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큐 제어부는 네트워크의 폭주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기 저순위 큐에서 셀 손실 우선 비트가 설정
된 셀부터 우선적으로 폐기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전송모드 보장성 프레임율 서비스 제공 장치.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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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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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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