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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병렬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약

복수의 병렬 통신 경로를 통한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제공된다. 이 병렬 통신 시스템들 및 방법들의

실시예들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에 원하는 통신 목표 및 레벨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네트워크 요소들 내의 자

원들의 다중성(multiplicity)을 발견하고, 특징화(characterize)하고, 이용(leverage)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원하는 통신 성능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들의 변경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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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로 속성들(path properties)을 반복적으로 판정함으로써,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single

virtual connection)을 규정하는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characterize)하는 단계와;

상기 경로 속성들에 기초하여, 목표 기능(objective function)을 충족시키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

터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단계는,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1 경로를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

하는 단계와;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2 경로를 따라서 제2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단계로서, 상기 제2 데이터 전

송은 제1 패킷에 관하여 소정의 시퀀스로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스케줄링되는 스케줄링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전송들을 상기 소정의 시퀀스를 벗어나(out of the predetermined sequence) 수신하는 경우와;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상기 제1 및 제2 전송들이 상기 소정의 시퀀스로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만,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상기 수신된 제1 및 제2 데이터 전송들을 재조립(reassemble)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

신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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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확률(arrival probability)을 예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의 데이터의 상기 도착 시간을 소정의 동기화 정도 내에서 동기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대하여 ACK(acknowledgement) 패킷을 전송하도록 하는 요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브로드캐스트(broadcast)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로부터 ACK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이르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abstract)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 트래픽을 모니터하여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및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를 발견하는 단계와;

상기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와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간의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기능성들(network functionalities)을, 경로별(per-path) 기능성들 및 접속별(per-connection) 기능성들로 분

리(decouple)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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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트리거(trigger)에 기초하여 세션(session)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세션은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

기 위한 코어 엔진(core engine) 및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경로 엔진(path engine)을 포함

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에 대하여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은, 이용 가능한 레이트(available rate)의 평가, 지연(delay)의 평가, 손실(loss)의 평가, 및 정체 제

어(congestion control)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별 기능성들은, 흐름 제어, 접속 관리, 및 접속 신뢰도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기능은, 처리율(throughput), 대역폭, 지연, 지터(jitter), 손실률(loss rate), 보안, 신뢰도, 복원력(resilience),

또는 비용 중 하나 이상의 레벨을 상기 가상 접속에 제공하는 것인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속성들은, 특정 경로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율, 대역폭, 지연, 지터, 손실률, 보안, 신뢰도, 복원력,

또는 비용의 순간 평균 및 분포 중 하나 이상의 치수(measurement)인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단계는 또한 상위 계층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기초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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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복수의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패킷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을 수신할 상기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의 가용성(availability)을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IP-in-IP 캡슐화(encapsulation), 최소(minimal) IP 캡슐화, 및 발신처 라우팅(source

routing)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라우팅 표준을 이용하여 다른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데이터 패킷들

을 보내도록 명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단계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 및 수신처 종단점(destination endpoint)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수신측 노드에 전

송하기 위한 데이터를 스케줄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방법.

청구항 21.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경로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판정함으로써,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을 규정하는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경로 속성들에 기초하여,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

기 위한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1 경로를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

하기 위한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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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2 경로를 따라서 제2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제2 데

이터 전송은 제1 패킷에 관하여 소정의 시퀀스로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스케줄링되는 스케줄링 수단을 더 포

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 전송들을 상기 소정의 시퀀스를 벗어나 수신하는 경우와,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상기 제1 및 제2 전송들이 상기 소정의 시퀀스로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만,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된 제1 및 제2 데이터 전송들을 재조립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

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

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의 데이터의 상기 도착 시간을 소정의 동기화 정도 내에서 동기화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

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7.

제21항에 있어서,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대하여 ACK 패킷을 전송하도록 하는 요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기 위

한 수단과;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로부터 ACK 패킷을 수신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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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이르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

템.

청구항 29.

제21항에 있어서,

데이터 트래픽을 모니터하여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및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와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간의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0.

제21항에 있어서,

네트워크 기능성들을, 경로별 기능성들 및 접속별 기능성들로 분리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트리거에 기초하여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세션은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코어

엔진 및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경로 엔진을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수단은 또한 상위 계층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4.

제21항에 있어서,

복수의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패킷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을 수신할 상기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의 가용성을 판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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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21항에 있어서,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IP-in-IP 캡슐화, 최소 IP 캡슐화, 및 발신처 라우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라우

팅 표준을 이용하여 다른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도록 명령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

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수단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 및 수신처 종단점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수신측 노드에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를

스케줄링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7.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명령 실행 시스템으로부터 명령들을 인출(fetch)하여 실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명령들은,

경로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판정함으로써,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을 규정하는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하기 위한 명령들과;

상기 경로 속성들에 기초하여,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

기 위한 명령들을 포함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은,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1 경로를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

하기 위한 명령들과;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2 경로를 따라서 제2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로서, 상기 제2 데

이터 전송은 제1 패킷에 관하여 소정의 시퀀스로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스케줄링되는 스케줄링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제1 및 제2 전송들을 상기 소정의 시퀀스를 벗어나 수신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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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상기 제1 및 제2 전송들이 상기 소정의 시퀀스로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만,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 상기 수신된 제1 및 제2 데이터 전송들을 재조립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

템.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

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

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수신측 노드에서의 데이터의 상기 도착 시간을 소정의 동기화 정도 내에서 동기화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

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대하여 ACK 패킷을 전송하도록 하는 요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기 위

한 명령들과;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로부터 ACK 패킷을 수신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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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이르는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

템.

청구항 44.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데이터 트래픽을 모니터하여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및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를 발견하기 위한 명령들과;

상기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와 상기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간의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네트워크 기능성들을, 경로별 기능성들 및 접속별 기능성들로 분리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트리거에 기초하여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고, 상기 세션은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코어

엔진 및 상기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경로 엔진을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7.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은 또한 상위 계층 네트워크 프로토콜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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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복수의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패킷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상기 데이터 전송을 수신할 상기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의 가용성을 판정하기 위한 명령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5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들은,

IP-in-IP 캡슐화, 최소 IP 캡슐화, 및 발신처 라우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라우팅 표준을 이용하여 다른 알

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청구항 5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상기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 및 수신처 종단점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상기 수신측 노드에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를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출원]

이 출원은 2004년 2월 19일자로 출원되어, 일련 번호 60/546,034가 부여된, "Approaches to Dynamically Discover,

Characterize, and Aggregate Parallel Resources In Communication Systems"라는 명칭의 미국 가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과 그 이득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를 통한 데

이터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인터넷과 같은 패킷 기반 데이터 네트워크가 장차 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보다 우수하고, 보다

저렴하고, 보다 빨리 작동하도록 이들 네트워크에 대하여 엄청난 양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트워크

의 막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2개의 네트워크 엔티티 간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통신한다.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은 임의의 2개의 엔티티 간에 단일 경로 라우팅(single-path routing)만을 지원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및 특히 인터넷은, 순차적인 데이터 통신 속성을 초월하여 성능, 비용, 기능성,

및 유연성에 있어서의 개선을 잠재적으로 가능케 하는 고유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즉, 데이터 통신의 병렬화는 많은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의 능력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개선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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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의 병렬 데이터 통신이 시도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결함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 집합(simple

aggregation), 링크 번들링(link bundling), 및 채널 본딩(channel bonding)과 같은 여러 형태의 병렬 데이터 통신 시스템

들은 암묵적으로 동질의(homogeneous) 네트워크 자원들이 잘 작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 기술들은, 일반

적으로, 집합된 자원들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성능 특징들을 제공할 것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수신단(receiving end)에

서 적절한 버퍼링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원에 대하여 데이터를 분할하는 간단한 레버리지 방식들(simple leveraging

schemes)은 동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과적인 집합을 실현하지 못한다. 네트워크의 동질성 및/또는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단순화된 전략의 채용은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없을 것이다.

미국 특허 6,625,161호("161 특허")는 단순 집합의 하나의 변형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1

특허는 복수의 병렬 통신 채널을 조합하여 단일의 고대역폭 통신 채널을 에뮬레이트(emulate)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연속적인 패킷 스트림이 트래픽 집합들(traffic aggregates)로서 그룹화되어 복수의 병렬 통신 채널과 관련된 큐들

(queues)에 할당된다. 트래픽 집합들을 큐들에 할당 및 재할당하는 것은 병렬 통신 채널들 각각에 대한 큐들의 길이와 관

련된 큐 부하 비율(queue load ratio)을 측정하는 것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및 장래의 패킷들을 트래픽 집합

들로서 그룹화하는 것은, 공통 발신처 및 수신처(common source and destination) IP 어드레스들과 같은 패킷들에 의해

공유되는 공통 속성들에 기초한다.

그러나, 다른 단순 집합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161 특허의 시스템은 다수의 결함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패킷들은 수신

기단에서 재조립(reassemble)되기 때문에, 집합의 성능은 최저 성능을 갖는 경로에 좌우된다.

최저 경로 성능 결함의 일례는, 제1 경로가 제2 경로보다 대역폭이 큰 2개의 경로를 가진 단순 집합 시스템에 의해 예시될

수 있다. 10개 중 8개의 패킷이 제1 경로를 따라 전달되어 1 ms 내에 수신처에 도착한다. 전체 통신이 수신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들 8개의 패킷은 나머지 2개의 패킷이 도착할 때까지 수신기에서 버퍼링된다. 나머지 2개의 패킷은 제2 경로를 따

라 전달되지만, 나머지 2개의 패킷이 수신처에 도착하는 데는 500 ms가 걸린다. 따라서, 전체 통신은 적어도 500 ms 동안

수신처에 이용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몇몇 경우에, 특히 경로들이 유사한 네트워크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는, 단순 집합 시스템들이 전체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더욱이, 단순 집합 시스템들은 전형적으로 통신 경로를 따라서 변화하는 네트워크 조건들을 적절히 핸들링하도록 설계되

어 있지 않아, 기존의 네트워크들 내에서 무결정성으로(seamlessly) 설치 및 동작할 수 없다.

따라서, 동질 및 이질의 네트워크 요소들 양쪽 모두와 함께(개개의 네트워크 자원들의 성능 특징에 있어서의 상이성

(diversity)이 있든 없든) 작동할 수 있고;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기존의 네트워크들에 오버레이

(overlay)로서 배치될 수 있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병렬 통신 시

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복수의 병렬 통신 경로를 통한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제공된다.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방법의 일 실시예는, 경로 속성들(path properties)을 반복적으로

판정함으로써,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single virtual connection)을 규정하는 복수의 병렬 데이

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characterize)하는 단계와; 경로 속성들에 기초하여, 목표 기능(objective function)을 충족시키도

록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명령 실행 시스템으로부터 명령들을 인출

(fetch)하여 실행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실행 가능한 명령들은 경로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판정함으로써 복

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하고,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는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을

규정할 수 있다. 명령들은, 경로 속성들에 기초하여,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복수의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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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은 수신처에서 수신되도록 상기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1 경로를 따

라서 제1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과,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2 경로를 따라서 제2 데이터 전

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명령들을 더 포함할 수 있고, 제2 데이터 전송은 제1 패킷에 관하여 소정의 시퀀스로 수신측 노드

에서 수신되도록 스케줄링된다.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시스템의 또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는, 경로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판

정함으로써,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을 규정하는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하기 위

한 수단과, 경로 속성들에 기초하여,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

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시스템들, 방법들, 특징들 및/또는 이점들은, 이하의 도면들 및 상세한 설명을 검토한 숙련된 당업자에게 명백하거

나 명백해질 것이다. 모든 그러한 부가적인 시스템들, 방법들, 특징들 및/또는 이점들은 이 설명 내에 포함되며, 첨부한 청

구항들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의도된다.

실시예

도면들 내의 구성요소들은 반드시 서로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참조 번호들은 여러 도면

들에 걸쳐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가리킨다.

복수의 병렬 통신 경로를 통한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이 개시된다. 이 병렬 통신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에 원하는 통신 목표 및 레벨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의 각종 네트워크 요소들 내의

자원들의 다중성(multiplicity)을 발견하고, 특징화하고, 이용(leverage)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원하는 통신

성능을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들의 변경에 대하여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비록 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7개의 ISO/OSI(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s Open System Interconnect) 네트

워크 계층들 중 임의의 계층 상에 또는 임의의 계층들 사이에 구현될 수 있지만, 병렬 통신 시스템의 일 실시예는 네트워크

자원들의 다중성을 이용하기 위해 IP 트래픽에 작용하는 계층-4(전송) 프로토콜 기술로서 구현된다.

도 1은 예시적인 병렬 통신 시스템(20)을 도시한다. 이 병렬 통신 시스템(20)을 통하여 통신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패킷 내

에 캡슐화(encapsulate)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칭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임의의 특정 형태로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예를 들어, 세그먼트, 프레임, 바이트, 또는 비트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병렬 통신 시스템(20)의 일 실시예는 송신자(sender) 병렬 통신 송수신기(22) 및 수신자(receiver) 병렬 통신 송수신기

(24)를 포함할 수 있다.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 각각은 다중성이 이용될 네트워크(26)의 일부의 어느 쪽에든 배

치될 수 있는 라우터 독립형, 자립형 유닛(a router-independent, standalone unit)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네트워크(26)는, 예를 들면, LAN(local-area network), WAN(wide-area network), 또는 인터넷일 수 있다. 도 1에서 속

이 찬 검은 원들(solid black circles)로서 도시된 레거시(legacy) 네트워크 노드들(28)은, 예를 들면, 라우터들과 같은 기

존의 네트워킹된 컴퓨팅 장치들일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에서, 레거시 네트워크 노드들(28)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에 특정 지능(intelligence)을 부여하도록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거시 네트워크 노드들(28)은 시

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26) 내의 기존의 기반 구조(infrastructure)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도 1의 실시예는 접속들(34 및 36)을 통하여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과 각각 통신하는 발신처(source) 컴퓨팅 장

치(30) 및 수신처(destination) 컴퓨팅 장치(32)를 도시한다. 발신처 컴퓨팅 장치(30) 및 수신처 컴퓨팅 장치(32)는 일반적

으로 통신 종단점(communication endpoint)으로서 지칭될 수 있고, 네트워크(26)의 다중성을 이용하기 위해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을 이용할 수 있는 임의의 수의 컴퓨팅 장치들을 나타낸다. 접속들(34 및 36)은 임의의 수의 유선 또

는 무선 접속들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다수의 다른 네트워킹된 컴퓨팅 장치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들

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예에서, 송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22)는 발신처 컴퓨팅 장치(30)로부터 발신되는 데이터 패킷들을 네트워크(26)를 통

하여 수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24)에 송신하는 책임이 있다. 수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24)는 송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

기(22)에 의해 송신된 패킷들을 수신하여 그것들을 수신처 컴퓨팅 장치(32)에 전송하는 책임이 있다. 송수신기(22 및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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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송신자 및 수신자로서 지칭될 수 있지만, 각 송수신기는 병렬 통신 데이터의 송신자 및 수신자 양쪽 모두로서 동작

하도록 동등하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간단함을 위하여, 도 1의 특정 예는, 네트워크(26)에 걸쳐 단

일 방향으로(좌에서 우로)의 데이터 패킷들의 전송을 도시하고, 반대 방향으로(우에서 좌로)의 ACK(acknowledgement)

패킷들의 전송을 도시한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데이터 패킷들 및 ACK 패킷들은, 송수신기(24)가 송신자로서 기능

하고 송수신기(22)가 수신자로서 기능하여, 네트워크(26)에 걸쳐 반대 방향들로 송신될 수 있다.

또한, 간단함을 위하여,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접속들, 및 종단점들의 2 세트만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통신 종단

점에 대하여 네트워크(26)를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의 수의 통신 송수신기들이 네트워크(26)에 인터페이스될 수 있다.

발신처 컴퓨팅 장치(30) 및 수신처 컴퓨팅 장치(32)는 그 장치들 간에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네트워크(26)를 이

용하는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신처 컴퓨팅 장치(30)는 수신처 컴퓨팅 장치(32) 상의 클라이

언트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할 수 있다. 레거시 네트워크 노드들(28)과 마찬

가지로, 발신처 컴퓨팅 장치(32) 및 수신처 컴퓨팅 장치(34)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을 인식하지 못하고 설계 및 동작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접속(connection)은, 패킷이 어떻게 수신처에 도착하는지에 상관없이, 2개의 네트워크 엔티티 간의 단-대-단(end-to-

end) 통신 링크로서 기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접속(38)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 간의 단-대-단 통신 링크를

나타낸다. 접속은 여기에서는 "가상(virtual)" 접속으로서 지칭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는, 접속은 단-대-단 링크를

형성하는 다수의 경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로는 데이터 패킷이 2개의 엔티티 간에(즉, 가상 접속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다수의 루트 중 하나를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로(40)(실선)는 데이터 패킷이 접속(38)을 따라서 이동하는 제1 경로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경로

(42)(점선) 및 경로(44)(대시 선)는 데이터 패킷이 접속(38)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제2 및 제3 경로를 나타낸다. 경로들

(40, 42, 및 44)은, 패킷 데이터가 네트워크(26)를 통하여 동시에 전파(propagate)되는 3개의 상이한 루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병렬 경로들로서 지칭될 수 있다. 도 1에는 3개의 경로만 도시되어 있지만, 패킷이 접속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임의의 수의 노드들에 의해 형성되는 다수의 경로들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경로는 단일 점-대-점(point-to-point) 링크

를 포함할 수 있고, 또한 단일 물리적 접속을 통한 다수의 가상 회로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몇몇 실시예

에서, 가상 회로들은, 예를 들면, 포트 번호 또는 MPLS(multiple protocol label switching) 라벨들을 통하여 어드레싱 가

능할 수 있다.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은 종단점들에 하나 이상의 목표 기능들 각각에 대한 서비스의 레벨을 제공하기 위해 병렬

경로들을 이용하도록 구성된다. 예시적인 목표 기능들은 대역폭, 지연, 지터(jitter), 손실률(loss rate), 보안, 복원력

(resilience), 및 비용의 치수(measure)일 수 있다. 서비스의 레벨은 원하는 양의 대역폭, 또는 허용 가능한 지연, 지터, 손

실률, 보안, 복원력, 또는 비용을 지칭할 수 있지만,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양의 대역폭은, 일단 병렬로 결합되었을 때 원하는 대역폭을 갖는 경로들을 찾고 집합시킴으로써 적응

(accommodate)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은 보다 작은 대역폭을 요구하면서도, 개선된 지연 및 지터

성능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주로 100 Kbps 미만의 대역폭을 갖는 접속을

요구하면서도, 지연, 지터, 및 데이터 손실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제어를 요구한다. 더욱이, 고비용의 3G 데이터 경로 및 저

비용의 802.11 데이터 경로가 VoIP 호출(call)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비용 최소화가 우선될 수 있다. 따라서, 목표 기능들

은 원하는 서비스의 레벨을 충족하는 가장 선호되는 특징들을 갖는 다수의 병렬 경로들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경로들에

걸쳐 데이터 패킷들의 전송을 적절히 스케줄링하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에 의해 적응될 수 있다.

도 2는 병렬 통신 시스템 및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송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22)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병렬 통신 모듈

(46)의 일 실시예의 아키텍처에 대한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수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24)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아키텍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병렬 통신 송수신기(22)는, 예컨대, 랩톱 컴퓨터, PDA, 핸드헬드 또는 펜 기반 컴퓨터, 데스크톱 컴퓨터, 전용

서버 컴퓨터, 멀티프로세서 컴퓨팅 장치, 임베디드 어플라이언스(embedded appliance), 라우터, 네트워킹 장치 등과 같

은, 매우 다양한 유선 및/또는 무선 컴퓨팅 장치들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의 특정 구성에 관계없이, 병렬 통신

송수신기는,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메모리, 대용량 기억 장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프로세싱 장치, 및 입출력 인터페이

스들을 접속시킬 수 있는 버스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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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세싱 장치는 임의의 주문 제작되거나 또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프로세서, 병렬 통신 송수신기와 관련된 수

개의 프로세서들 중에서의 중앙 처리 장치(CPU) 또는 보조 프로세서,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프로세서(마이크로 칩 형태),

매크로프로세서, 하나 이상의 특정 용도 집적 회로(ASIC), 복수의 적합하게 구성된 디지털 논리 게이트, 및 컴퓨팅 시스템

의 전체 동작을 조화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든 각종 조합으로든 이산 소자들을 포함하는 다른 잘 알려진 전기적 구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들은 데이터의 입력 및 출력을 위한 임의의 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이들 컴포넌트들

은, 키보드 또는 마우스, 버튼, 터치 감응 스크린(touch sensitive screen), 스타일리스트(stylist) 등일 수 있는 사용자 입

력 장치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 또는 PC용 플라스마 스크린 또는 핸드헬드 장치

상의 액정 디스플레이(LCD)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 소자(예컨대,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SRAM 등의 RAM)) 및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예컨대,

ROM, 하드 드라이브, 테이프, CDROM 등)의 조합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또한 네이티브 오퍼레이팅 시

스템(native operating system), 하나 이상의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에뮬레이션 시스템, 또는 각종의 오퍼레이팅 시스

템 및/또는 에뮬리이트된 하드웨어 플랫폼 중 임의의 것에 대한 에뮬레이트된 애플리케이션, 에뮬레이트된 오퍼레이팅 시

스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술된 모듈들 각각과, 임의의 서브 모듈들은, 논리적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명령들의 정렬된 목록(ordered

listing)을 포함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모듈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경우, 시스템은 임의의 컴퓨터 관련 시스템 또는

방법에 의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임의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상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

다. 이 명세서의 맥락에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컴퓨터 관련 시스템 또는 방법에 의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장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전자, 자기, 광학, 또는 다른 물리적 디바이스 또는 장치이다. 실행 가능

한 모듈들은, 예컨대, 컴퓨터 기반 시스템, 프로세서 내장 시스템, 또는 명령 실행 시스템, 장치, 또는 디바이스로부터 명령

들을 인출하여 그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과 같은, 명령 실행 시스템,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 의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임의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로 구현될 수 있다.

이 명세서의 맥락에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명령 실행 시스템, 장치, 또는 디바이스에 의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

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저장, 통신, 전파,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는, 예를 들면, 전자, 자기, 광학, 전자기, 적외선, 또는 반도체 시스템, 장치, 디바이스, 또는 전파 매체일 수 있지만,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의 보다 구체적인 예들(비총체적 목록)은, 하나 이상의 배선을 갖는 전기

접속(전자), 휴대형 컴퓨터 디스켓(자기), 램덤 액세스 메모리(RAM)(전자), 판독 전용 메모리(ROM)(전자), 소거 가능 프

로그램 가능한 판독 전용 메모리(EPROM, E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전자), 광섬유(광학),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CDROM(compact disc read-only memory)와 같은 광학 매체를 포함할 것이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프로그램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 또는 다른 적당한 매체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은 종이 또는

다른 매체의 광학적 스캐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캡처된 다음, 필요에 따라 컴파일(compile)되거나, 해석(interpret)되거

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나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렬 통신 모듈(46)은 2개의 주요 서브모듈, 즉 코어 엔진(48)과 경로 엔진(50)을 포함할 수 있다. 코어 엔진(48)은 주로

접속별(per-connection) 기능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경로 엔진(50)은 주로 경로별(per-path) 기능성 및 상태에 대하

여 책임이 있다. 이들 모듈들의 이분화(dichotomy)는 경로 및 접속 기능성 간을 구별하지 않는 기존의 기술들에 대하여 하

나의 잠재적 이점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능성(functionality)은 시스템에 의해 채용되는 "비헤비어(behavior)" 또는 "알고리즘"을 지칭하지만, 그러한 비헤비어

및 알고리즘들은 여기에서 "상태(states)"로서 지칭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에 대하여 작용하고 그 데이터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 접속에 대하여 다수의 접속 상태가 생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체 제어(congestion control)와 같

은, 경로 레벨에서 유지되는 기능성에 대하여, 각 경로에 대해 다수의 상태(예컨대, 이용 가능한 레이트)가 유지될 수 있다.

TCP와 같은, 통상적인 계층-4 기술은, 접속 관리, 정체 제어, 신뢰도, 및 흐름 제어 등과 같은 기능성들에 관하여 통합된

설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설계는 본질적으로 유효한 병렬 통신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통합된 동작

은 경로별 특징 및 접속별 특징 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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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CP와 달리,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은 네트워크의 각종 기능성들을 경로별 및 접속별 기능성으로 분리

(decouple)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술된 병렬 통신 시스템들은 흐름 제어, 접속 관리, 및 접속 신뢰도를 접속 레벨 기능성

들로서 취급할 수 있고, 경로 관리, 정체 제어, 처리율(throughput) 평가, 손실 평가, 지연 평가, 및 다른 네트워크 파라미터

들의 평가를 경로별 기능성으로서 관련시킬 수 있다.

자원들의 병렬 이용을 위하여 네트워크 기능성을 경로별 및 접속별 기능성들(및 관련 상태들)로 분리하는 것의 잠재적 이

점들 중 하나의 예는 2개의 병렬 경로 P1 및 P2를 갖는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예시될 수 있다. 경로들 P1 및 P2는, 예를 들

면, 각각, 50 유닛 및 100 유닛의 이용 가능한 처리율을 가질 수 있다. 이 예에서, 접속은 양쪽 경로를 그들의 최대 가용성

(fullest availability)까지 이용한다. 따라서, 접속의 총 레이트는 150 유닛에서 동작 가능하다.

LIMD(linear increase/multiplicative decrease)로 알려져 있는 TCP 정체 제어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경로 P1이 손실을

겪는 경우,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분리된 기능성을 수행하지 않는) TCP는 전체 접속의 레이트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접속의 총 레이트는 75 유닛으로 저하된다.

그러나, 2개의 경로가 베스트 에포트 네트워크(best effort network)에서 이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그 경우 레이트를 절

반으로 줄이는 것이 "정확한" 비헤비어이다), 이상적인 반응은 전체 접속이 아니라, 손실이 있는 경로에서만 레이트를 반감

(halve)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접속으로부터 개개의 경로들의 기능성(및 관련 상태)을 분리함으로써, 각 경로가 별개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예에서, P1의 레이트는 25 유닛으로 반감되고, P2를 따르는 레이트(100 유닛)는 영향을 받지 않아, 총 레이트는 125 유

닛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접속 내의 각 경로로부터 접속을 분리하지 않는 종래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성능 개선이

달성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러한 개선은 각 경로를 독립된 엔티티들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그와 같이 취

급함으로써 달성된다.

접속 및 경로의 개념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제 병렬 통신 세션의 개념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각 병렬 통신 세

션은 일반적으로 병렬 통신 모듈(46)과 관련될 수 있고, 따라서 특정 세트의 코어 엔진(48) 인스턴스(instance)를, 구성된

트리거(trigger)에 기초하여 생성된 그의 관련 경로 엔진(50) 인스턴스(들)와 함께 설명한다. 트리거는, 예를 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성될 수 있다.

트리거는, 예를 들면, 특정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유형, 발신처-수신처 어드레스들, 발신처-수신처 어드레스들 및

포트들에 기초하여 구성될 수 있다. 병렬 통신 송수신기가 구성된 트리거와 매칭하는 패킷을 수신하고, 그 매칭하는 트리

거에 대해 아직 통신 세션이 설정되지 않았으면, 새로운 세션이 인스턴스화(instantiate)될 수 있다. 각 세션 인스턴스는 그

자신의 코어 엔진(48) 및 관련 데이터 구조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션은 다른 어떤 세션 인스턴스와도 무관한 그

자신의 목표 기능들을 가질 수 있다.

트리거들은, 예를 들면, VoIP 트래픽 또는 ftp 트래픽과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기초할 수 있다. 따라서, 코어 엔진(48)

은 세션 인스턴스와 매칭하는 하나 이상의 목표 기능들을 충족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기초하여, 수신될 패킷들을 스케줄링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VoIP의 경우, 목표 기능은 지터를 줄이는 것일 수 있고, ftp 트래픽의 경우는, 처리율을 최대화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송신측 통신 송수신기는 다수의 코어 엔진(48) 인스턴스들에 의한 전송을 위해 스케줄링될 패킷들

을 수신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는, 수신처 종단점이 동일한 것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각 세션의 목표 기능에 기초하여 상이

한 세트의 경로들 및 스케줄링이 이용될 수 있다.

트리거들은, 예를 들면, 수신처 어드레스에 기초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트리거 구성은 검출된 각각의 새로운 수신처

IP 어드레스에 대하여 새로운 세션을 생성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만일 수신처 IP 어드레스 "X"를 갖는 새로운 패킷이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의해 수신되면, "X"에 대응하여 새로운 병렬 통신 세션이 생성될 것이다. 수신처 어드레스 "X"를 갖고 수

신된 그 이상의 패킷들에 대해서는, 이들 패킷들은 그 세션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고, 그 세션은 그 자신의 코어 엔진(48)

및 경로 엔진(50) 인스턴스(들)를 포함할 수 있다.

병렬 통신 세션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이제 그의 컴포넌트들인 경로 엔진(50) 및 코어 엔진(48)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

명한다. 일반적으로, 경로 엔진(50)은 경로별 기능성들을 추적(tracking)하고 경로 특징화를 포함하고, 경로 내에서의 패

킷들의 신뢰성 있는 전달(reliable delivery)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경로 엔진(50)과는 대조적으로, 코어 엔진(48)은 접

속 관리, 접속 신뢰도, 흐름 제어, 및 스케줄링과 같은 접속별 동작들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코어 엔진(48)은 또한 특

정 접속에 대한 병렬 경로들에 관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 코어 엔진(48)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제1(primary)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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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로서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의 실시예에서, 코어 엔진(48)은, 패킷들을 각각 송신하고 수신하는, 병렬 통신

송신자 모듈(64) 및 병렬 통신 수신자 모듈(66)을 통하여 하위 IP 계층(62)과 인터페이스한다. 코어 엔진(48)은 접속 프로

세서(69), 디스패처(dispatcher) 모듈(68),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 송신 버퍼(61), 손실 공개(loss exposure) 모듈

(74), 병렬 통신 ACK 전송기 모듈(76), LIMD 에뮬레이터 모듈(78), 자원 발견 모듈(79), 및 스케줄러 모듈(80)을 포함하

는 다수의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및 다른 모듈들의 기능성은 코어 엔진(48)에 관하여, 그리고 경로 엔진(50)의 상호

작용의 맥락 내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경로 엔진(48)과 관련하여, 도 2는 다수의 경로 엔진(50) 인스턴스들을 도시하고 있고, 이 경로 엔진 인스턴스들은 네트워

크에서 사용될 모든 경로에 대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경로에 대한 경로 엔진 인스턴스는, 예를 들면, 그 경로를 사

용할 모든 새로운 접속(또는 시스템 내에 구성된 트래픽 분리의 세분성(granularity)에 따라서는, 세션, 애플리케이션 등)

에 대해 생성될 수 있다. 경로 엔진(50)의 인스턴스는, 예를 들면, 접속의 제1 패킷이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도착하면 생성

될 수 있다.

경로 엔진(50)의 각 인스턴스는, 경로 속성들을 판정하기 위해 관련 경로를 특징화하기 위한 경로 특징화 모듈(52)을 포함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다수의 다른 기능들을 핸들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경로 속성들이 시간에 걸쳐서 변화할 때 그 경로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경로 속성들의 예들은,

특정 경로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처리율, 대역폭, 지연, 지터, 손실률, 비용, 및 보안의 순간 평균 및 분포를 포함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다수의 네트워크 경로들이, 예를 들면, 상이한 처리율, 대역폭, 지연, 데이터 손실, 지터, 데이터 흐

름, 비용, 및/또는 보안의 기간들을 갖는, 동적인 조건들(dynamic conditions)을 갖고 있다. 사실상, 경로들은 완전히 기능

을 멈출 수도 있다. 따라서, 경로 특징들은 동적인 경로 조건들이 캡처되도록 반복적으로(예컨대, 주기적으로, 동적으로,

연속적으로, 및/또는 무작위적으로 등) 판정된다.

경로 특징화는 능동적 또는 수동적일 수 있다. 능동적 특징화는 속성들(예컨대, 타임 스탬프들)을 연역적으로 판정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들에 헤더를 부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수동적 특징화는 속성들

을 연역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데이터에(예컨대, TCP 헤더에) 이미 포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패킷들의 수신

또는 수신 결핍으로부터 경로 속성들을 연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CP ACK를 관찰함으로써, 시스템은 손실의 발생 또는

그의 결핍을 추론할 수 있다.

수동적 특징화는 여러 경로들을 따라서 전달된 데이터 패킷들의 특징들을 모니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들

은 경로 특징화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계층-4 기술 프로토콜 동작들을 재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송

프로토콜 동작들(예컨대, TCP)의 이해를 통하여, 시스템은 경로 특징화를 수행하기 위해 전송 프로토콜의 메커니즘들을

능동적으로 재사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경로 특징화는, TCP 전송 계층과 같은,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awareness)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듈이 경로의 모든 속성들을 판정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특정 목표(예컨대, 대역폭, 지터, 또는 비용의 양)를 위하여

요구되는 속성들만 수집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도 2의 실시예에서, 하나의 목표 기능은 대역폭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일반적으로 각 경로의 대역폭을 특징화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특정 경로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송신되어야 할지를 판정할 목적으로 대응하는 경

로에 걸쳐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송신되는지를 판정하고 연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 제어(경로 관련 기능성)

는 접속 신뢰도(접속 관련 기능성)로부터 분리된다.

경로의 정체 제어는 일반적으로 경로를 통해 송신될 데이터의 양을 판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몇몇 실시예에서는, 적어도

각 경로가 상이한 대역폭 특징들을 갖고, 각 경로가 그것을 통하여 흐르는 상이한 트래픽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

로별 기능성으로서 정체 제어를 핸들링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정체 제어를 분리함으로써, 이질의 특징들

(예컨대, 상이한 대역폭, 지터, 비용, 보안 등)을 갖는 경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경로 특징화 모듈

(52)은 코어 엔진(48)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특정 경로가 이용 가능한 때를 알게 할 목적으로 코어 엔진(48)과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각 경로 엔진(50) 인스턴스는 TCP에 의해 이용되는 정체 윈도(congestion window) 기반 대역폭 평가 메

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로 엔진(50) 내의 대역폭 평가기는 그 경로 엔진의 대응하는 경로의 대역폭-지연

곱(bandwidth-delay product)(용량)의 근사치(approximation)로서 정체 윈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체 윈도는 TCP 정체

제어 메커니즘으로서 이용되는 LIMD(Linear Increase/Multiplicative Decrease) 정책에 기초하여 유지될 수 있다. LIMD

는 레거시 인터넷 흐름들 사이에서의 경로 대역폭의 공정한 분배(sharing)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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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엔진(50)은 또한 이용 가능한 대역폭을 탐사하기 위해 TCP 정체 제어 메커니즘의 저속-개시 단계(slow-start

phase)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속-개시 단계에서,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각각의 수신된 ACK 패킷에 대하여 2만큼 정체 윈

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저속 개시로부터 정체 회피로의 전이 시점을 판정하기 위해 정체 윈도의 문턱값(threshold value)

이 이용될 수 있다. 이 문턱값은 손실이 발생한 때의 정체 윈도 값의 절반이다. 정체 회피 단계에서, 경로 특징화 모듈(52)

은, 예를 들면, 모든 수신된 ACK 패킷에 대해 1만큼 정체 윈도 사이즈를 증대시킬 수 있다.

경로 특징화 모듈(52)이 세 번째의 잇따른 중복 ACK 패킷의 수신을 통하여 손실을 검출하는 경우, 경로 특징화 모듈(52)

은 정체 윈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정체 회피 단계를 계속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만일 경로 특징화 모듈(52)이 ACK 패킷을

기다리는 타이머의 만료를 통하여 손실을 검출하면,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정체 윈도 사이즈를 1로 줄여서 저속-개시 단

계를 진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경로 특징화 모듈은 또한, TCP 친화적 레이트 제어(TCP), 보증된 TCP(GTCP : guaranteed TCP), 이항 정체 제어(BCC:

binomial congestion control) 등과 같은 메커니즘들을 명시적으로 이용하여, 대역폭, 손실, 지연, 지터 등(이들에 한정되

지 않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경로 속성들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몇몇 실시예에서, 경로 특징화 모듈

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들 각각에 대한 평균 및 편차 값들을 유지할 수 있는 커스텀 평가 방법(custom estimation

approach)을 이용하여 경로 속성들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평가 방법은 수신된 각 ACK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이용

하여, 적절한 가중 평균 기법(weighted averaging techniques)을 통하여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 Tt에서 송신된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시간 Tr에서 ACK가 도착하면, 평균 지연 값은 다음과 같이 업

데이트될 수 있다.

여기서, k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상수 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k는, 네트워크 과도 현상들(network transients)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피할 수 있는, 0.75와 1.0 사이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헤더 생성기 모듈(56)은 코어 엔진(48)에 송신될 경로 헤더를 생성한다. 경로 헤더는 최신 라운드 트립 시간

(RTT: round trip time) 평가, 경로-레벨 시퀀스 번호, 포트 정보, 체크섬(checksum), 경로-레벨 ACK 시퀀스 번호, 흐름

제어 정보, 및 전술한 필드들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들(이들에 한정되지 않음)과 같은 경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다. 코어 엔진(48)은 이 경로 헤더와 결합되어 병렬 통신 헤더를 형성할 수 있는 접속 헤더를 생성한다. 접속 헤더

는 접속 식별자, 데이터 패킷의 접속 시퀀스 번호, 접속-레벨 ACK 시퀀스 번호, 사용되고 있는 전송 경로들의 수, 및 사용

되고 있는 수신 경로들의 수(이들에 한정되지 않음)와 같은 접속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 후 병렬 통신 헤더는 패킷과 함

께 전송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코어 엔진(48)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헤더 생성기 모듈(56)은 경로 특징화 모듈(52)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패킷에 대한 패킷 헤더를 생성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경로 특징화 모듈(52)로부터의 요구는 생성될 헤더에 포함될 정보를 헤더 생성기 모듈(56)에 제공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경로-레벨 시퀀스 번호 및 최신 라운드 트립 시간(RTT) 평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헤더 생성기 모듈(56)에 의해 생성된 경로 헤더를 send_data() 호출을 통하여 인터페이스(58)를

통해서 코어 엔진(48)에 송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send_data() 호출은 그 호출을 행하는 경로 엔진(50) 인

스턴스와 관련된 경로에 걸쳐 데이터 패킷이 송신될 수 있음을 (코어 엔진(48)의) 스케줄러 모듈(80)에 지시할 수 있다. 경

로 헤더 내의 정보는, 식별된 경로에 걸쳐 패킷의 전달을 스케줄링하기 위해, (코어 엔진(48) 내의) 스케줄러 모듈(80)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경로에 걸쳐 데이터 패킷의 전달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예시적인 알고리즘은 아래에서 스케줄러 모듈

(80)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각종 조건 하에서 새로운 패킷들을 송신하는 능력을 지시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대역폭을 암시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실시예에서,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다음의 조건들 하에서 스케줄러 모듈(80)에

send_data()를 송신할 수 있다.

(ⅰ) 이전에 전송된 패킷의 성공적인 수신의 지시(indication)(예컨대, 이전에 전송된 패킷으로부터의 ACK의 수신);

(ⅱ) 경로 특징화 모듈(52)의 단계(예컨대, 대역폭 탐사 또는 정규 동작들);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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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송신될 것으로 결정된 부가적인 패킷들의 수가 분수(fraction)이면, 후속되는 증가가 전체 패킷의 전송을 가능케 할

때까지 1보다 작은 어떤 값이든 누적된다.

코어 엔진(48)은, 병렬 통신 경로들(40, 42, 및 44)을 통하여 통신될 다수의 표준 패킷들을 보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송신 버퍼(61)를 포함할 수 있다. 표준 패킷들은, 전형적인 TCP 패킷들 또는 UDP 패킷들과 같은, 병렬 통신 헤더를 포함

하지 않는 패킷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 패킷들은, 예를 들어, 발신처 컴퓨팅 장치(30)로부터 송신자 병렬 통신 송수

신기(22)에, 또는 수신자 통신 송수신기(24)로부터 수신처 통신 장치(32)에 송신되는 것들일 수 있다. 따라서, 경로 특징화

모듈(52)로부터 경로 헤더를 수신하면, 코어 엔진(48)은 송신 버퍼(61) 내의 송신될 데이터 패킷들의 양을 체크함으로써

임의의 데이터 패킷들이 송신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정할 수 있다.

만일 송신 버퍼(61)에 데이터 패킷들이 존재하면, 코어 엔진(48)은 다음 바인딩되지 않은 패킷(unbound packet)(바인딩

데이터 구조 내에 바인딩을 갖고 있지 않은 버퍼 내의 패킷)을 골라잡아, 그 패킷을 경로 특징화 모듈(52)에 의해 송신된

헤더에 바인딩하고, 그것을 병렬 통신 송신자(64)를 통하여 송출한다.

그러나, 만일 송신 버퍼(61)에 데이터 패킷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코어 엔진(48)은 송신될 데이터 패킷들의 부재의 지시

(indication)를 이용하여 (예컨대, 인터페이스(60)를 통하여) 경로 특징화 모듈(52)에 응답할 수 있다. 이 지시는 FREEZE

커맨드로서 지칭될 수 있다. 코어 엔진(48)으로부터 FREEZE 커맨드를 수신하면,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대역폭 평가를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또한 코어 엔진(48)이 송신 버퍼(61) 내에 패킷들을 갖고 있지 않음을 경로 헤더 생성기 모

듈(56)에 알릴 수 있다. 경로 엔진(50)은 데이터 패킷들이 송신 버퍼(61)에 큐잉되어 있다는 코어 엔진(48)으로부터의 지

시를 수신하면 대역폭 평가 및 헤더 생성 기능들을 재활성화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지시는 코어 엔진(48)에 의해 송신

된 RESUME 커맨드로서 지칭될 수 있다.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또한 인터페이스(58)를 통하여 대역폭 평가의 변화에 대해 코어 엔진(48)에 알리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경로 특징화 모듈(52)이 이전에 송신된 패킷으로부터 ACK 패킷을 수신하면 대

역폭 평가를 업데이트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ACK 패킷은, 예를 들면,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될, 코어 엔진(48) 내에

있는 디스패처 모듈(68)로부터 전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모듈(54)은 경로 엔진(50) 인스턴스와 관련된 관련 경로를 따라서 패킷들의 신뢰성 있는 전달을 보장

할 수 있다. 각 접속의 신뢰도로부터 경로 신뢰도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하여, 코어 엔진(48)은 접속 신뢰도를 핸들링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접속 신뢰도는 아래에서 코어 엔진(48)과 관련하여 더 상세히 논의된다.

경로 신뢰도와 관련하여, 신뢰도 모듈(54)은 디스패처(68)로부터 ACK들을 수신하고, 누적 및 선택 ACK들을 이용하여 패

킷들이 정확히 수신되었는지를 판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누적 ACK를 이용하는 경우, 소정 수의 중복 ACK

들의 수신은 결과적으로 패킷 손실의 추론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3개의 중복 ACK들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시퀀스 번호를

제공하면, 그 시퀀스 번호에 대응하는 패킷이 손실된 것으로(따라서 재송신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선택 ACK들을 이용하는 경우, 어느 패킷들이 손실되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수신자에 의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송신자

에게 제공된다. 예를 들면, 수신자는 패킷들 5-11, 13-29, 및 31-48의 수신을 송신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송신자

는 패킷들 12 및 30이 손실되었음(따라서 재송신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서비스되는 접속들이 TCP 흐름들이라면, 신뢰도 모듈(54)은 TCP 헤더들을 재사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TCP 헤더 내의 ACK 시퀀스 번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손실된 패킷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해 이

용될 수 있다.

경로 엔진(50)의 일반적인 기능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제 코어 엔진(48)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코어 엔진(48)은 접속 관리, 접속 신뢰도, 흐름 제어, 및 스케줄링(이들에 한정되지 않음)과 같은 접속별 동작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코어 엔진(48)의 몇몇 실시예들은 이들 특징들 모두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실시예들

은 각종의 다른 특징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몇몇 실시예에서, 흐름 제어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신처에 의해 유지되는 버퍼의 양이 흐름 제어 수행

시의 결정 인자(deciding factor)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신처 송수신기는 이용 가능한 수신 버퍼의 양을 발신처

송수신기에 알리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발신처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처 버퍼의 오버플로우(overflow)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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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그의 송신 레이트를 적응시킨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서 이용되는 버퍼 사이즈는

수신 버퍼의 오버플로우로 인한 통신 드롭을 피하기 위해 수신처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서 이용되는 버퍼 사이즈와 동일

하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코어 엔진(48)은 병렬 통신 수신자 모듈(66)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IP 계층(62)으로부터 수신된 유

입 패킷들(incoming packets)을 분류하는 디스패처 모듈(68)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디스패처 모듈(68)은 유입

패킷들의 헤더를 검사하여 그 콘텐츠 유형(예컨대, 데이터 또는 ACK)을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패킷들은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에 전송되고, ACK 패킷들은 ACK 프로세서 모듈(72)에 전송된다.

그러나,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 또는 ACK 프로세서 모듈(72) 중 어느 한 쪽에 패킷들을 전송하기 전에, 접속 프로세서

(69)는 패킷들을 검사하여 그 패킷이 알려진 접속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만일 접속이 알려져 있지 않

다면, 접속 프로세서(69)는 새로이 발견된 접속에 대하여 적절한 데이터 구조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디스패처 모듈(68)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을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 프로

세서 모듈(70)은 수신된 패킷의 유형에 기초하여 다수의 동작들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프로세

서 모듈(70)은 수신된 패킷이 병렬 통신 헤더를 포함하는지를 검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시 도 1을 보면,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22)는 발신처 컴퓨팅 장치(30)로부터, 병렬 통신 헤더를 갖고 있

지 않은 표준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한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종국에 네트워크(26)

에 걸쳐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 버퍼(61) 내에 버퍼링한다.

대조적으로, 병렬 통신 송수신기(24)는 병렬 경로들(40, 42, 및 44)의 임의의 조합을 통하여 병렬 통신 송수신기(22)로부

터 병렬 통신 데이터 패킷들(예컨대, 병렬 통신 헤더 내에 캡슐화되어 있는 것들)을 수신한다. 병렬 통신 송수신기(24)가

병렬 통신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면,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그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접속 헤더를 제거하고 그 헤더

로부터 접속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코어 엔진(48)은 접속 헤더로부터 대응하는 접속 변수들 및 데이터 구조들을 업데이

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어 엔진(48)은 RTT 값들을 업데이트하고, 송신 버퍼에서 ACK된 패킷들을 제거(purge)하고,

랭크(rank) 데이터 구조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또한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경로 헤더를 제거하고 그 경로 헤더를 인터페이스(60)를 통하여

대응하는 경로와 관련된 경로 엔진(50)에 전송한다. 대응하는 경로는, 예를 들면, 경로 헤더 내의 경로 시퀀스 번호 및/또

는 발신처 및 수신처 어드레스들로부터 판정될 수 있다. 그 후 경로 엔진(50)은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ACK를 반송

(send back)할 수 있다. ACK는 데이터 패킷의 성공적인 수신을 지시할 수 있고,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복사된 RTT 값들과

같은, 데이터 패킷 전송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최후에 수신처 종단점 장치에 전달하기 위하여,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을 집합하는 책임이 있

다. 일단 병렬 통신 헤더가 제거되면,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그 결과로 생긴 표준 데이터 패킷을 병렬 통신 송신자 인

터페이스(64)를 통하여 IP 계층에 송신할 수 있으며, 표준 데이터 패킷은 표준 TCP 데이터 패킷일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조건부 재조립(conditional reassembly)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데이터 프로

세서 모듈(70)은 수신된 데이터가 재동기화(resynchronization)를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수신된 데이터

를 재정렬(reorder)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조건부 재조립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수신된 데이터를, 스케줄링 모듈(80)에

의해 스케줄링되는 바와 같이, 그것들이 수신되어야 하는 소정의 시퀀스로 재정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70)은 다음 2개의 조건, 즉 (ⅰ)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순차적 전달(in-sequence

delivery)을 요구하는 것(예컨대, TCP)이고, 데이터 패킷이 순차적 패킷(in-sequence packet)인 조건, 또는 (ⅱ) 상위 계

층 프로토콜이 순차적 전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서만 IP 계층에 패킷을 송신할 수 있다. 그 후 표

준 데이터 패킷은 단-대-단 접속의 최후 수신처, 여기서는 수신처 컴퓨팅 장치(32)에 전송될 수 있다. 만일 상기 조건들 양

쪽 모두가 만족되지 않으면, 데이터 패킷은, 새로운 데이터 패킷이 도착할 때까지, 데이터 버퍼에 보유된다.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코어 엔진은 상기 조건들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많은 버퍼링된 패킷들을 유출시킬 수 있다.

ACK 패킷을 수신하면, 디스패처 모듈(68)은 그 패킷을 ACK 프로세서 모듈(72)에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ACK 프로세서

모듈(72)은 접속 및 경로 헤더들을 처리하고 관련된 접속별 및 경로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도 및 정체 제어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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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ACK 프로세서 모듈(72)은 또한 수신된 패킷의 유형에 기초하여 다수의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ACK 프로세서 모듈(72)이 수신된 ACK 패킷이 병렬 통신 ACK 패킷임을 검출하면(예컨대, 병렬 통신 헤더를

검출함으로써), ACK 프로세서 모듈(72)은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접속 헤더를 제거하고 그 헤더로부터 접속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더욱이, ACK가 수신되었기 때문에, ACK 프로세서 모듈(72)은 송신 버퍼(61)로부터 대응하는 데이터 패킷을 제

거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ACK 프로세서 모듈(72)은 또한 병렬 통신 ACK 패킷으로부터 경로 헤더를 제거하고 그 경로 헤더를 인터페이스(60)를 통

하여 경로 엔진(50)에 전송할 수 있다. ACK 프로세서 모듈(72)은 또한 TCP ACK 패킷일 수 있는 표준 ACK 패킷을 손실

공개 모듈(74)에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실 공개 모듈(74)은 발신처 컴퓨팅 장치(30)를 보조하여 다중 경로들의 집합 대역폭(aggregate

bandwidth)에 적응하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손실 공개 모듈(74)은, 발신처로 하여금 경로들의 집합 레이트에 적응하게

하여, 데이터의 발신처에 의한 불충분한 이용(underutilization) 또는 오버슈팅(over-shooting)의 가능성을 피할 목적으

로, 패킷 데이터 손실들을 선택적으로 데이터의 발신처(예컨대, 발신처 컴퓨팅 장치(30))에 공개한다.

LIMD 에뮬레이터 모듈(78)은 LIMD 전송 정책을 고수하는 TCP 송신자의 비헤비어를 에뮬레이트하기 위해 손실 공개 모

듈(74)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LIMD 에뮬레이터 모듈(78)은 동일한 수의 ACK 패킷들을 수신할 경우 TCP 송신자가 수행

할 동일한 정체 제어 메커니즘을 에뮬레이트할 수 있다. 도 2의 실시예에서, LIMD 에뮬레이터 모듈(78)은, 손실 공개 모듈

(74)에 의해, 예를 들면, emul_ack() 호출을 통하여, 수신된 ACK 전송들에 관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더욱이, LIMD 에뮬

레이터 모듈(78)은 송신된 패킷들의 수를 0으로 리셋하고 손실 공개 모듈(74)로부터 대응하는 문의(inquiry)를 수신한 경

우 송신된 패킷들의 수를 반송(return)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송신된 패킷들의 수를 판정하기 위한 LIMD 에뮬

레이터 모듈(78)에의 문의는, 송신측 TCP에 손실이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손실이

공개된 경우, 리셋 문의를 이용하여 LIMD 에뮬레이터 모듈(78)의 동작들을 리셋한다.

일 실시예에서, 손실 공개 모듈(74)은 손실을 지시하는 그의 ACK 패킷들을 제외하고 모든 ACK 패킷들을 발신처에 전송

할 수 있다. 손실을 지시하는 ACK 패킷을 수신하면, 손실 공개 모듈(74)은 pkts_sent와 Tn을 비교할 수 있다. pkts_sent

변수 및 Tn은 각각 병렬 통신 송신자(64) 및 LIMD 에뮬레이터(78)에 의해 송신된 패킷들의 수에 대응할 수 있다. Tn의 값

은, 예를 들면, LIMD 에뮬레이터(78)의 emul_num() 함수를 호출하는 손실 공개 모듈(74)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만일 Tn - pkts_sent > μ 이면(여기서, μ는 구성 가능한 상수 문턱값임), 손실 공개 모듈(74)은 ACK 패킷을 IP 계층에 전

송하고, pkts_sent 변수를 0으로 리셋하고, LIMD 에뮬레이터 모듈(78)의 emul_reset() 함수를 호출하여 LIMD 에뮬레이

터로부터 송신된 패킷들의 수를 0으로 리셋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일 Tn - pkts_sent < μ 이면, 손실 공개 모듈(74)은

ACK 패킷을 드롭(drop)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손실 공개 모듈(74)은 또한 각 ACK 패킷을 IP 계층에 전송하면 LIMD 에

뮬레이터 모듈(78)에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는, 예를 들면, emul_ack() 호출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

만일 수신처로부터, 병렬 통신 헤더의 부재에 의해 지시된, ACK 패킷이 수신되면, ACK 프로세서 모듈은 그 패킷을 병렬

통신 ACK 전송기 모듈(76)에 전송한다. ACK 프로세서 모듈(72)로부터 표준 ACK 패킷을 수신하면, 병렬 통신 ACK 전송

기 모듈(76)은 ack-mapping 데이터 구조를 요구하고, 대응하는 경로 엔진을 판정하고, 대응하는 경로 엔진(50)으로부터

경로 헤더를 요구한다. 예를 들면, ack_mapping 데이터 구조는, 특정 경로를 따라서 도착한 패킷들에 대하여 적절한 시퀀

스 번호들을 유지할 수 있다. 시퀀스 번호들 및 관련 경로들을 유지함으로써, 그 패킷들에 대응하는 ACK들은 동일한 경로

들을 따라서 송신될 수 있다.

대응하는 경로 엔진(50)은 식별된 ACK 패킷에 대하여 대응하는 경로 헤더를 반송한다. 그 후 병렬 통신 ACK 전송기 모듈

(76)은 수신된 ACK 패킷을, 경로 헤더 및 접속 헤더를 포함하는, 병렬 통신 헤더로 캡슐화할 수 있다. 그 후 ACK 전송기

모듈(76)은 구성된 병렬 통신 ACK 패킷을, 그 ACK 패킷을 송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전달하기 위해, 병렬 통신 송신자

(64)를 통하여, IP 계층(62)에 송신할 수 있다.

자원 발견 모듈(79)은 네트워크(26)에 걸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1의 실시예에서, 자원들은, 노드들(28) 및 다른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22 및 24)일 수 있으

며, 이것들은 접속하여 경로들(40, 42, 및 44)을 형성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트래픽을 모니터할 경우, 자원 발견 모듈(79)

은 IP 계층(62)으로부터 데이터 패킷들을 수신하고 각 패킷으로부터 IP 헤더를 추출하여 각 네트워크 패킷의 발신처 및 수

신처 노드를 판정한다. 따라서, 패킷 내의 발신처 및 수신처 노드를 판정함으로써, 경로가 이들 노드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으로 추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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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발신처 및/또는 수신처 노드는 잠재적인 병렬 통신 송수신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원 발견 모듈은, 수신된 패킷

이 병렬 통신 헤더를 포함하고 있으면, 발신처 및/또는 수신처가 병렬 통신 송수신기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잠재적인 병렬 통신 송수신기를 발견하면, 자원 발견 모듈(79)은, 예를 들면, 병렬 통신 헤더를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원들에 발견 패킷(예컨대, "핑(ping)")을 전송함으로써 발견된 자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핑을 수신하는 다른 병렬 통

신 송수신기들은 병렬 통신 헤더로 캡슐화된 ACK 패킷을 이용하여 핑을 수신확인함으로써 응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몇

몇 실시예들에서, 응답하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은 다른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사이에 상기 응답하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의해 서비스되는 알려진 경로들, 경로 특징들, 및 접속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발견 모듈(79)은 또한, 예컨대, 다른 네트워크 자원들(예컨대, 병렬 통신 송수신기, 라우터 등)으로부터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표시될 수 있는) 구성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자원들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원 발견 모듈(79)은 자원들의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자

원 발견 모듈(79)은, 위에서와 같이, 예를 들면, 병렬 통신 헤더를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원들에 발견 패킷(예컨대, "

핑")을 전송함으로써 가용 발견 자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 발견 모듈(79)은 또한, 지시된 핑과는 대조적으로, 발견 패킷의 네트워크 와이드 브로드캐스트(network wide

broadcast)를 수행하여 네트워크 내의 다른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브로드캐스트된 발견 패킷을 수

신하는 모든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은 그의 존재를 지시하기 위해 적절한 ACK 메시지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될 수 있

다.

또한, 자원 발견 모듈은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신하고 잠재적으로 재전송하는 노드들의 가용성을 판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과 같은, 알려진 노드들에 발견 패킷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발견된 자원들의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다.

일단 자원들이 발견되면, 중간 자원들 간의 개개의 링크들을 이용하여 2개의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간의 하나 이상의 경로

들을 추상화(abstract)한다. 도 1을 보면, 각 노드(28) 간의 링크들은 단일 가상 접속(38)을 형성하는 경로들(40, 42, 및

44) 각각으로 추상화된다. 일단 경로가 추상화되면, 코어 엔진(48)은 그 경로를, 접속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잠

재적인 자원으로서 기억한다. 경로 엔진들의 새로운 인스턴스들은 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접속들이 발견될 때

생성될 수 있다.

다수의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또는 레거시 노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서 데

이터를 실제로 보내는 것은, IP-in-IP 캡슐화, 최소(minimal) IP 캡슐화, 또는 발신처 라우팅(source routing)(이들에 한

정되지 않음)과 같은 널리 채택되는 라우팅 표준들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들 기법들은 특정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를 강행시키기 위해 널리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 내의 중간 노드들은 다른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일 필요가 없고, 실로

단순히, 채택된 라우팅 표준들을 지원하는 레거시 라우터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실시예들에서는, 지원되는 라우팅 표

준을 지원하는 레거시 라우터들의 식별자를 (예컨대, 외부 구성을 통하여)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스케줄러 모듈(80)은 목표 기능(예컨대, 대역폭 최대화/처리율, 지연의 최소화, 지터 감소, 비용 감소, 보안,

신뢰도(및 손실률)의 증가, 및/또는 복원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송될 패킷들을 지능적으로 스케줄링한다. 목표

기능은 기능들의 조합(예컨대, 대역폭 증대 및 지터의 감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케줄러 모듈(80)은 또한 목

표 기능의 원하는 서비스의 레벨(예컨대, 대역폭의 양, 허용 가능한 지터, 비용 레벨 등)을 충족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패킷 스케줄링은 알려진 경로들의 아이덴티티, 경로들의 동적으로 업데이트된 특징들, 경로 및/또는 접속에 관한 저장된

상태 정보(이들에 한정되지 않음)와 같은 정보에 기초할 수 있고, 상위 계층(예컨대, TCP) 비헤비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 기능은 특정 접속을 통하여 대역폭을 최대화하거나 지터를 감소시키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발신처 컴퓨팅 장치(30)로부터 송신자 병렬 통신 송수신기(22)에 도착하는 패킷들은 각각 복수의 유출(outgoing)

경로(40, 42, 및 44)에 할당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순서로 및/또는 수신처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서 요구되는 동기화 정도

내에서 수신처 병렬 통신 송수신기(24)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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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다른 스케줄링된 데이터와 관련하여 소정의 시퀀스로 수신처에서 수신되도록 스케줄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

정의 시퀀스는, 데이터가 스케줄러에서 수신되는 순서, 데이터가 발신처 컴퓨팅 장치(30)에 의해 전송되는 순서, 데이터

시퀀스 정보(예컨대, 데이터 패킷 헤더들에 포함된 수치적 시퀀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에서 패킷의 특정 순서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병렬 통신 송신자로부터 수신처 종단점에 전송되어야 하는 순서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패킷들이 실제로는 수신처 송수신기(24)에서 비순차적으로(out-of-order) 수신될 수 있지만, 그 비순차적 수신이

최소화되도록 패킷들을 스케줄링하여 전송함으로써, 지터를 감소시키고 대역폭을 개선시킨다.

다른 정보 중에서, 스케줄러 모듈(80)은 경로들의 동적 특징화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패킷들을 적절히 스케줄링한다. 예

를 들면, 경로 특징화 모듈(52)이 하나의 경로의 이용 가능한 대역폭이 감소한 것으로 판정하면, 스케줄러 모듈(80)은 이

특징화 정보를 이용하여 그 영향받은 경로에 걸쳐 보다 적은 수의 패킷들이 전송되도록 적응시키고 스케줄링할 수 있다.

유사하게, 경로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판정되면, 패킷들은 다른 경로들을 통하여 전송되도록 스케줄링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경로들을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동기화시키기 위하여, 스케줄러 모듈(80)은 각 경로를 통하

여 송신된 각 패킷의 도착 시간을 예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착 시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로 특징화 모

듈(52)에 의해 제공된 RTT 평가에 기초할 수 있다. 또한, 몇몇 실시예에서, 스케줄러 모듈(80)은 각 경로를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확률(arrival probability)을 고려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착 확률은, 특정 경로의 손실률과 같

은 경로 속성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패킷들은 경로의 동적 특징들에 기초하여 재분배된다.

다시 도 2를 보면, 동작 시에, 스케줄러 모듈(80)은 경로 엔진(50)의 인스턴스로부터 경로 헤더를 요구할 수 있다. 경로 헤

더를 수신하면, 스케줄러 모듈(80)은 송신 버퍼(61)로부터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선택할 수 있다. 스케줄러 모듈

(80)은 선택된 데이터 패킷을, 경로 엔진(50)으로부터의 적절한 경로 헤더 및 및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접속 헤더를 포함하

는 병렬 통신 헤더로 캡슐화한다. 스케줄러 모듈(80)은 병렬 통신 헤더로 캡슐화된 데이터 패킷을, 송신자 인터페이스(64)

를 통하여 IP 계층(62)에 송신할 수 있다. 스케줄러 모듈(80)은 또한 적절한 데이터 구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스케줄러(80)에 의해 이용되는 예시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를 논의하기 전에, 스케줄러 모듈(80)에 의해 이용될 수 있

는 다수의 데이터 구조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바인딩 데이터 구조(82)는 경로별 기준으로(on a per-path basis) 유

지되고, 일반적으로, 접속 시퀀스 번호 및 대응하는 경로에 대한 대응하는 경로 시퀀스 번호의 매핑을 기억하기 위해 이용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케줄러(80)에 의해 IP 계층에 송신된 각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코어 엔진(48)은 관계되는 경로

의 로컬 시퀀스 번호와 접속 시퀀스 번호 간의 매핑을 바인딩 데이터 구조(82) 내에 유지한다.

유사하게, 코어 엔진(48)은 데이터 패킷이 수신될 경우 동일한 구조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프로세서 모듈은

PVN 송신자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면 대응하는 경로에 대하여 바인딩 데이터 구조 내에 접속 시퀀스 번호 및 대응하

는 경로 시퀀스 번호의 매핑을 삽입할 수 있다.

액티브(active) 데이터 구조(84)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이용 가능한 경로들의 아이덴티티를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

련 경로에 걸쳐 데이터가 송신될 수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특정 경로에 대한 경로 엔진(50)의 인스턴스는 send_data()

호출을 스케줄러(80)에 송신함으로써 이러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송신 버퍼에서 데이터 패킷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코어 엔진(48)은 FREEZE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스케줄러 모듈은 대응하는 경로를 액티브 데이터 구조

(84)에 부가할 수 있다. 송신 버퍼(61) 내에 데이터 패킷이 놓여있을 경우, 스케줄러(80)는 액티브 데이터 구조(84)에서 식

별된 경로들 각각에 대응하는 경로 엔진(50) 인스턴스들에 RESUME 호출을 발행할 수 있다.

랭크 데이터 구조(86)는 송신 버퍼 내의 송신될 데이터 패킷의 랭크를 판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경로 j 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전송 데이터 패킷 i 에 대하여, 병렬 통신 송신자(64)는 Ti + 2*RTTj 의 타임스

탬프로 요소를 랭크 데이터 구조(86)에 삽입하는데, 여기서, Ti 는 데이터 패킷이 전송된 시간이고, RTTj 는 경로 j 를 통하

여 조우(encounter)되는 라운드 트립 시간이다. RTT 값은 예를 들면 RTT 데이터 구조로부터 취득될 수 있다.

RTT 데이터 구조(88)는 특정 경로에 대하여 라운드 트립 시간 평가들을 저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케줄러 모듈(80)

은 경로 엔진(50)으로부터 send_data() 호출을 통하여 특정 경로의 RTT 평가를 수신하면 RTT 데이터 구조 내에 대응하

는 엔트리를 업데이트(또는 삽입)할 수 있다.

보류(pending) 데이터 구조(90)는 전송되거나 재전송될 준비가 되어 있는 접속 시퀀스 번호들을 저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공개특허 10-2007-0011315

- 23 -



스케줄러 모듈(80)에 의해 이용되는 데이터 구조들을 설명하였으며, 이제 스케줄러 모듈(80)에 의해 이용되는 알고리즘들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경로 엔진(50)의)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특정 경로를 통하여 송신될 데이터의 양을 판정할

수 있지만, 스케줄러 모듈(80)은, 그에 따라서 패킷들을 바인딩함으로써, 송신 버퍼(61) 내의 특정 패킷들 중 어느 패킷들

이 각각의 경로들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할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송신 버퍼(61) 내의 특정 패킷들 중 어느 패킷들이 각각의 경로들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할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경로 j 에 대응하는 경로 엔진(50) 인스턴스가 시간 T 에서 경로 시퀀스 번호 s를 갖는 경로 헤더를 송신하는 경우를 고려

한다. 스케줄러 모듈(80)은 send_data() 호출을 통하여 경로 헤더를 수신하고 랭크 데이터 구조로부터 대응하는 패킷의 랭

크를 판정한다.

패킷의 랭크는 랭크 데이터 구조(86) 내의 T + RTTj/2보다 작은 값을 갖는 엔트리들의 수를 카운트함으로써 판정된다.

스케줄러 모듈(80)은 보류 데이터 구조(90) 내의 송신할 k 번째 패킷으로서 접속 시퀀스 번호 i 를 갖는 패킷을 찾는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류 데이터 구조(90)는 앞으로 전송되거나 재전송될 패킷들의 접속 시퀀스 번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보류 데이터 구조(90) 내의 특정 패킷을 찾은 후에, 스케줄러(80)는 (j,s)를 갖는 바인딩 데이터 구조(82) 내의 패킷 i

에 대한 엔트리를 업데이트하고 엔트리 (i, T + 3/2*RTTj)를 랭크 데이터 구조(86)에 삽입한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

(80)는 접속 헤더로부터의 시퀀스 번호 i 를 이용하고, 접속 헤더와 수신된 경로 헤더를 데이터 패킷에 첨부하여 그것을 병

렬 통신 송신자(64)를 통하여 IP 계층에 송신한다. ACK 패킷이 수신되면, 랭크 데이터 구조(86) 내의 대응하는 엔트리는

삭제된다.

접속 내에서의 패킷들의 신뢰성 있는 전달도 스케줄러 모듈(80)에 의해 핸들링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스케줄러 모듈(80)

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스케줄링 정책에 기초하여 송신 버퍼로부터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 더욱이, 스케줄러 모

듈(80)은 (수신처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서의 패킷의 성공적인 수신을 지시하는) ACK가 도착한 패킷들을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 엔진(50) 내의 신뢰도 모듈(54)에 의해 핸들링되는) 경로 신뢰도와는 대조적으로, 접속을 통한 패킷들의 신

뢰성 있는 전달은 코어 엔진(48)의 스케줄러 모듈(80)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

신기로의 패킷이 취하는 특정 경로에 관계없이, 송신측 병렬 송수신기의 코어 엔진(48)은 접속을 통하여 데이터 패킷의 신

뢰성 있는 전달의 책임을 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경로 엔진(48) 및 코어 엔진(50)을 설명하였으며, 이제 설명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을 이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 다수의 예시

적인 특징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대응하는 경로 엔진에 의한 임의의 경로의 용량의 부정확한 평가로 인한 패킷

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 재할당 특징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로 특징화 모듈(52)이, 경로에서 정체가 발생

하기 바로 전에, 예를 들어, 그 경로의 용량을 과평가(overestimation)할 수 있다. 이러한 과평가는 정체 윈도가 최근에 감

소한 경로들에서의 데이터의 바람직하지 않은 감속(slow down)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로 pi 의 정체 윈도는 cwndi 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 데이터만큼의 cwndi 가 경로 pi 에 할당되고, 정체 윈도

사이즈가 pi 의 정체 윈도 밖에 있는 데이터만큼의 cwndi/2로 삭감되면, 데이터 전송은 정체 윈도 cwndi 가 열릴 때까지 차

단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경로들에서의 전송은 경로 pi 에서의 패킷들의 전달 지연 때문에 감속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 정체 제어 및 접속 신뢰도 간에 존재하는 분리(decoupling)를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경로가 정체를 겪는 경우, 경로 엔진(50)의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정체 윈도를 (예컨대, 중복 ACK에 의해 검출

되면 절반으로, 타임아웃이 있으면 1로) 축소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응하는 경로에 대한 경로 특징화 모듈(52)이 정체 윈도를 축소하면, 경로 특징화 모듈(52)은

그 축소에 관하여 스케줄러 모듈(80)에게 알릴 수 있다. 그 후 스케줄러 모듈(80)은 정체 윈도 밖에 있는 관계되는 경로의

시퀀스 번호들에 바인딩된 데이터 패킷들을 언바인드(unbind)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경로가 그의 정체 윈도 내에 공간을 갖고 있고 send_data() 호출들을 송신하면, 바인딩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

경로에 재할당될 수 있다. 원래의 경로가 정체로부터 회복한 후에 send_data()를 호출하면, 스케줄러 모듈(80)은 송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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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에 저장된 새로운 데이터 패킷들을 경로 엔진(50)에 의해 송신된 경로 헤더들에 바인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적

재할당 알고리즘은 병렬 통신의 성능을 개선하여 개개의 경로들의 변화하는 네트워크 조건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을 완

화시키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설명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을 이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적인 특징은 리던던트 스트라이핑(redundant

striping)으로서 지칭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동적 재할당 전략은 특정 경로의 정체 윈도 밖에 있는 패킷들을 재할당하

지만, 동적인 재할당 전략은, 경로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체 윈도 밖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제1 패킷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경로를 통하여 제1 패킷을 전달하지 못하면 잠재적으로 집합 접속을 통한 데이터 흐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패킷들은 순차적인 전달로 도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관계되는 경로가 다수의 다

중 타임아웃 또는 각각의 경로를 통한 데이터 흐름의 완전한 멈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리던던트 스트라이핑 정책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리던던트 스트라이

핑 정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스케줄러 모듈(80)은 타임아웃을 겪은 경로의 정체 윈도 내의 제1 데이터 패킷을, 다른 경

로 상에, 여분으로 스트라이핑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패킷의 바인딩은 (구 경로(old path)가 또한 전송을

위해 데이터 패킷을 할당받았더라도) 새로운 경로로 변경된다. 데이터 패킷의 복사본을 구 경로 내에 남겨 둠으로써(예컨

대, 단순한 재할당 대신에), 구 경로는 타임아웃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송신할 적어도 하나의 패킷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모든 지능 또는 거의 모든 지능(예컨대, 자원들의 가용성, 자원들의 특징화, 목표 기능성 등)이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

내에 존재하는 실시예들이 설명되었다. 그러나, 지능의 상당 부분이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또는 임의의 중간 노드

들 내에 분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로를 따르는 중간 네트워크 자원(예컨대, 노드, 레거시 라우터, 또는 다른 병렬 통신

송수신기)이, 경로 특징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노드가 인식하고 있는 다른 네트워크 자

원들에 관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가 경로 발견 및 경로 특징화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고,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가 그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구하여 수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로부터의 필요한 정보를 스

케줄러 모듈에 제공해서 제공된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여, 원하는 목표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

서, 그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컴퓨팅 파워 및 풋프린트(footprint)가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서 분배될 수 있다.

도 1은 2 세트의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접속들, 및 종단점들을 도시하였지만, 관련 통신 종단점에 대하여 네트워크(26)를

이용할 목적으로 임의의 수의 통신 송수신기들이 네트워크(26)에 인터페이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법인 WAN(100)과 같은 네트워크는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시카고, 및 시애틀에 각각 위치하는 4개의 원격 오피스

사이트들(102, 104, 106, 및 108)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4개의 원격 오피스 사이트들(102, 104, 106, 및 108) 각각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110, 112, 114, 및 116)를 각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4개의 원격 오피스 사이트들(102, 104, 106, 및 108) 각각은 다수의 통신 종단점들(도시되지 않음)을 접속

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서브네트워크(118, 120, 122, 및 124)(예컨대, LAN들 또는 WAN들)를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사이트에 대한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110, 112, 114, 및 116) 각각은, 통신 링크들(110, 112, 114, 116, 118, 및

120)에 의해 표시되는, 다른 사이트들에의 직접 접속을 가질 수 있다. 통신 링크들(110-120) 각각은, 도 1 및 도 2와 관련

하여 설명된 실시예들에 따라서 이용된 임의의 수의 네트워크 자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각각의 송수신기들(110, 112,

114, 및 116) 간의 단 대 단 통신 접속들을 나타낼 수 있다.

도 3의 예에서, 네트워크 자원들을 집합시키지 않는, 기존의 네트워크 관리 기법들은, 특정 트래픽 요구에 응하기 위해 네

트워크의 토폴로지(topology)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를 들면, 설명된 실시예들의 시스템들 및 방법들

이 이용되지 않고, 임의의 2개의 사이트 간의 피크 대역폭 사용률이 100Mbps인 경우를 고려한다.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110, 112, 114, 및 116)이 없으면, 링크들(126-136)은 피크 대역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사이트 간에 100Mbps의

대역폭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대조적으로, 각 원격 사이트에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110, 112, 114, 및 116)을 설치함으로써, 사이트들 간의 경로들을 각

각 이용하는 능력이 실현된다. 따라서, 상기 예에서, 완전히 접속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하여, 임의의 2개의 사이트 간

에 적어도 3개의 병렬 접속들이 있기 때문에 33.3 Mbps의 대역폭을 갖는 사이트-대-사이트 링크(site-to-site link)를 구

비하는 것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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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시적인 법인 WAN(100)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110, 112, 114, 및 116) 간의 다수의 경로들을 구성하는 개개

의 링크들을 새로운 단일 접속으로 더 추상화함으로써 복수의 단일 가상 접속이 더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예를

들면, 링크들(126과 128, 132, 및 134와 136)에 의해 형성된 경로들은,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112 및 114) 간의 단일 가

상 접속으로 추상화될 수 있는 3개의 경로를 형성한다. 링크들(126, 130, 136 및/또는 134, 130, 및 128)에 의해 형성된

경로들과 같은 다른 경로들이 또한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인 WAN(100)의 예는, 자원 발견 모듈(79)(도 2)에 의해 발견되었을 수 있는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은,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이 송신측 송수신기에 의해 알려진 잠재적 추상화된 경로들 중 임의의 것을 따라서 패킷들을 재전송하도

록 명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 이들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은 추상화된

경로를 따르는 "반사 점들(reflection points)"로서 기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송수신기(112)로부터 송수신기(114)에 데

이터를 전송할 시에, 중간 송수신기들(110 및 116)은 송수신기(114)에 직접, 또는 다른 중간 송수신기들을 통하여(예컨

대, 경로들(126, 130, 및 136)을 따라서 및 중간 송수신기들(110 및 116)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도록 명

령받을 수 있다. 이러한 루트 명령(route instruction)은, 예를 들면, 병렬 통신 헤더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는, (예컨대, IP-in-IP 캡슐화, 최소 IP 캡슐화, 또는 발신처 라우팅을 이용하여)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게, 다른 중간 또는 수신처 병렬 통신 송수신기일 수 있는 다른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패킷들을 보내

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병렬 통신의 실시예들은 송신측 및 수신측 양방의 병렬 통신 송수신기를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몇

몇 실시예들에서는, 수신측 노드에 전달된 데이터가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의해 수신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송신측 병

렬 통신 송수신기가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복수의 경로를 통하여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될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신측 노드는 수신처 종단점 자체이다. 그러한 실시예에서는,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가 그의 자원

특징화 방법들로 수신처 종단점과 협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로 속성들은 외부 수단을 통하여(예컨대, 외부 구성을 통

하여) 송신측 병렬 통신 송수신기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

설명된 병렬 통신의 실시예들은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방법들로서 기술될 수 있고, 설명된

시스템들의 기능들은 병렬 데이터 경로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신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는 다수의 단계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러한 병렬 통신 방법(138)은 네트워크(26)에 걸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

원들을 발견하는 단계(140)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원들은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노드, 레거시 라우터, 또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과 같은 각종의 네트워크 엔티티들일 수 있다. 발견 단계(140)는 수신측 노드에 대하여 ACK 패킷을 전송

하도록 하는 요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는 것과, 병렬 통신 송수신기일 수 있는 수신측 노드로부터

ACK 패킷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자원들은 또한 외부 발신처로부터 제공되는(예컨대, 네트워크 자원으로부터

또는 다른 외부 구성을 통하여 전송되는) 자원 정보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 자원들은 또한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일 수 있

는 송신측 및 수신측 노드들을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을 모니터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

자원들이 발견되면, 이들 알려진 자원들은 알려진 자원들에 패킷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을 수신할 알려진 병렬 송수신기들의 가용성이 유지될 수 있다. 반복되는 전송들은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임의의 시간 간격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단계(142)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루트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추출된 루트 정보로부터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추상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복수의 추상화된 병렬 데이터 경로는 송신측 노드와 수신측

노드 간의 단일 가상 접속을 규정할 수 있다.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은 IP-in-IP 캡슐화, 최소 IP 캡슐화, 또는 발신처

라우팅과 같은 라우팅 표준을 이용하여 경로를 따라서 다른 알려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에 데이터 패킷들을 보내도록 명

령받을 수 있다.

단계(144)는 네트워크 기능성들을 경로별 기능성들 및 접속별 기능성들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경로별 기능성

들은 이용 가능한 레이트의 평가, 지연의 평가, 손실의 평가, 및 정체 제어를 포함할 수 있고, 접속별 기능성들은 흐름 제어,

접속 관리, 및 접속 신뢰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분리는 또한 트리거에 기초하여 세션을 생성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세

션은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코어 엔진 및 경로별 기능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경로 엔진을 포함한

다. 데이터 구조는 각 경로 및 접속에 대하여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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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146)는 경로 속성들을 반복적으로 판정함으로써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 각각을 특징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로 속성들은 특정 경로를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대역폭, 지연, 지터, 손실률, 비용, 및 보안의 순간

평균 및 분포 중 어느 하나의 치수(measurement)일 수 있다.

단계(148)는 목표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복수의 병렬 데이터 경로에 걸쳐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고, 이 스케줄링은 경로 속성들, 상위 계층 프로토콜,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기초할 수 있다. 목표 기능은 대역폭, 지연,

지터, 손실률, 보안, 복원력, 또는 비용의 레벨을 접속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스케줄링 단계는 또한 복수의 데이터 통신 경로 각각을 통하여 전송될 데이터의 도착 시간 및/또는 도착 확률을 예측한 다

음, 수신측 노드에서의 데이터의 도착 시간을 소정의 동기화 정도 내에서 동기화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케줄링 단계는 수신처에서 수신되도록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1 경로를 따라서 데이터 전송을 스케줄링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스케줄링 단계는 또한 복수의 병렬 데이터 통신 경로 중 제2 경로를 따라서 제2 데이터 전송을 스

케줄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2 데이터 전송은 제1 패킷에 관하여 소정의 시퀀스로 수신측 노드에서 수신되도록 스

케줄링될 수 있다.

단계(150)에서, 병렬 경로들을 통하여 전송된 데이터는, 예를 들면, 수신측 노드에서, 원래의 데이터 통신을 형성하도록 집

합(aggregate) 및 재조립(reassemble)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신된 제1 및 제2 데이터 전송들은, 제1 및 제2 전송들을

소정의 시퀀스를 벗어나(out of the predetermined sequence) 수신하고;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제1 및 제2 전송들이 소

정의 시퀀스로 전달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만 재조립될 수 있다.

단계(152)에서, 수신된 (그리고 잠재적으로 재조립된) 데이터는 그 후 수신처 종단점에 전송될 수 있다.

설명된 병렬 통신 시스템들 및 방법들의 실시예들은 다수의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클라이언트 및 서버 상의 사용자 스페이스(user-space) 라이브러리로서, 종단점 클라이언트 및 서버 상의 커널 스페이스

(kernel-space) 소프트웨어로서, 자립형 네트워크 요소로서, 또는 임베디드 네트워크 요소로서 구현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3의 병렬 통신 시스템 실시예는 자립형 네트워크 요소들을 포함하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 내의 구현 예들이

다. 설명된 병렬 통신 시스템의 이러한 배치는 (이용될 네트워크 자원들의 어느 쪽에든 자립형 네트워크 요소들을 물리적

으로 삽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통신 종단점들 또는 레거시 네트워크 기반 구조에 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유리할 수 있다. 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중간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을 갖는 통신 종단점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들의 다

중성을 이용한다. 자원들을 집합시키고, 각 종단점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단일 자원의 추상화를 제공하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의 성능 때문에, 기존의 네트워크 요소들은 재구성되거나 또는 병렬 통신 송수신기들의 존재를 인식할 필

요가 없다.

설명된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이용되는 특정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불가지론적이고 적소에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애플리

케이션들에 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은 주어진 네트워크 설정에서 가능한 병렬화의 정도를

동적으로 특징화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병렬화된 성능을 전달한다. 이 시스템들 및 방법들

은 규정된 목표 기능들에 적응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의 종단 시스템들 상에서의 단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로부터 네트워

크 요소들 그 자체와 완전히 통합되는 것에 이르는 유연성이 있는 배치 전략들을 포함한다.

상술한 실시예들에 대해 많은 변경 및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그러한 변형 및 변경들은

이 명세서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후속의 청구항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복수의 병렬 통신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예시적인 병렬 통신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네트워크 내에서 병렬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병렬 네트워킹 송수신기의 일 실시예의 블록도.

도 3은 복수의 병렬 통신 경로를 이용(leveraging)하기 위해,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은 복수의 병렬 네트워킹 송수신기를

갖는 복수의 원격 오피스 사이트(office site)에 걸쳐 있는 법인(corporate) WAN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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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복수의 병렬 통신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단계들을 포함하는 예시적인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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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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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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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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