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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zero copy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하며, 디스크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zer

o copy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고속으로 전송하여 인터넷 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호스트 프로세서와 NSU간의 버스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와, 외부의 주변장치 버스와 

분리되는 내부 주변장치 버스와, 디스크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읽기 또는 쓰기를 관리하는 디스크 제어기와,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간의 전송 데이터가 저장되는 주변메모리와, 주변메모리의 데이터 저장 및 출력을 관리하는 주

변메모리 제어기와, 네트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주변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패킷형태로 가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

고, 네트워크로부터의 디스크에 저장할 데이터를 주변메모리에 저장하는 TOE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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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에 대한 내부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패킷 처리 부분의 수신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패킷 처리 부분의 송신 프로세서에 대한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토리지 디스크 제어기의 프로세스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주변 메모리 장치에 대한 접근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호스트 프로세서 20: 프로세서 버스

30: 버스 브릿지 40: 메인 메모리

50: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 60: 디스크 스토리지

70: 네트워크 장치 100: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장치

110: PCI 브릿지 120: PCI 버스

130: 디스크 제어기 140: PCI 메모리 제어기

150: TOE 170: PCI 메모리

180: MAC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상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

세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를 메모리 복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디스크에 저장

하고, 또한 디스크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메모리 복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VoD (Video-on-Demand), NoD (News-on-Demand) 등과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

고자 하는 서비스들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의 전송 대역이 높아 감에 따라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 송해야 할 컴퓨터 서버의 기능은 더욱 높

은 성능의 처리 효율을 요구한다. 즉, 서버에 연결된 사용자의 숫자만큼 인터넷 상에서 서버로부터 내려 받는 데이터

의 양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미디어 서버가 다루어야 하는 데이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버의 운영체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하드웨

어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체제 레벨에서 수행되던 TCP/IP 기능을 외부의 T

OE (TCP/IP Offload Engine)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즉 TOE 하드웨어가 운영체제에서 수행하던 TCP/IP 기능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서버의 프로세서를 90% 이상 사용

하여 서버 성능의 주요 감소 요인이었던 TCP/IP 수행 부분을 덜게 되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빠른 TOE의 수행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TOE는 이러한 TCP/IP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TOE를 ASIC으로 구현하여 

제품화 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 USA-P 6,427,173 B1호(발명의 명칭; Intelligent network Interfaced Device and System For

Accelerated Communication)가 출원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TOE를 사용하는 종래 방법도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디스크 접근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호스트 프로세서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스토리지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iSCSI를 사용한다. iSCSI는 SCSI 블

록 I/O 프로토콜을 일반적인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SCSI 블록 I/O 프로토콜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iSCSI에 관련된 특허는 많이 출원 된 상태이며, 특허 USA-P 6,400,730호(Method and apparatus for transferring 

data between IP network devices and SCSI and fibre channel devices over an IP network )가 출원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iSCSI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도 서버에 많은 사용자가 연결될 경우에 이를 서비스하는 데는 

호스트 프로세서의 부담이 여전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하여 대량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복사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여러 번 

일어난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복사는 인터넷 서버의 성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스트리밍을 제

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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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많은 사용자의 QoS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조는 네트워크의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리밍 데이터의 빠른 

접근을 수 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된 데이

터를 zero copy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하며, 또한 디스크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zero copy 형태로 네트워크를 통해 많

은 사용자들에게 고속으로 전송함으로써, 인터넷 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

리지 연결 장치는,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의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장치에 있어서,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의 버스 트랜잭션을 내부 주변장치 버스로 

전달하고, NSU 내부에서 진행되는 호스트 프로세서 또는 메인 메모리에 대한 버스 트랜잭션을 버스 브릿지로 전달하

는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 NSU 외부의 주변장치 버스와 분리되고, NSU 내부 각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내부 

주변장치 버스; NSU에 연결되는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제어하여 디스크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읽기 또는 쓰기

를 관리하는 디스크 제어기;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간의 전송 데이터가 저장되는 주변메모리; 상기 주변메모리

를 제어하여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간의 전송 데이터를 저장시키거나 출력시키는 주변메모리 제어기; 및 네트

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상기 주변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패킷형태로 가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를 통해 상기 주변메모리에 저장하는 TOE;로 구성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호스트 프로세서(10)들이 프로세서 버스(20)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프로세서 버스(20)에는 메인 메모리(40)를 접근하거나 또 다른 주변장치 버스(50)를 연결하는 

버스 브릿지(30)가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버스 브릿지(30)는 호스트 프로세서(10)들에 의해 수행되는 명령어에 대한 버스 트랜잭션이 프로세서 버

스(20)에 나타나면 이를 분석하여 어느 장치를 접근하는 버스 트랜잭션 인지를 알아낸다.

대부분 이러한 과정은 어드레스 버스에서 구동되는 어드레스로써 판단되며, 어드레스 영역이 각 장치별로 할당되어 

있다. 만약에 프로세서 버스 트랜잭션이 메모리 영역을 접근하며 메인 메모리(40)를 접근하고 주변장치를 접근하면 

주변장치 버스(50)로 버스 트랜잭션을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많이 사용되는 주변장치 버스(50)로는 PCI가 대표적이다.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장치(100)는 이러한 주변장치 버스(50)에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장치에 연결

가능한 장치 개수만큼 장착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장치(Network-Storage Unit, 이하에서는 간단히 NSU라 함,100)는 위로는 주변

장치 버스(50)의 인터페이스에 맞게 동작되며, 아래로는 디스크 스토리지(60), 및 이더넷(Ethernet)과 같은 네트워크

장치(70)에 연결된다.

따라서, 버스 브릿지(30)를 통해서 전달되는 호스트 프로세서(10)의 요구를 받아 들여, 디스크를 접근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스토리지(60)를 읽거나 쓰기를 하고, 네트워크의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치(70)를 통해서 데이

터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도 2는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NSU)에 대한 내부 구

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NSU(100)는 크게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110)와, 디스크 제어기(130)와, 

주변메모리 제어기(140) 및 주변메모리(170)와, TOE(TCP/IP Offload Engine,150) 및 MAC(Medium Access Cont

rol,180)로 구성된다.

상기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110)는 호스트 프로세서(10)가 요청한 버스 트랜잭션이 NSU(100)를 접근하는 경우에 

버스 브릿지(30)에 의해 주변장치 버스(50)를 통해 전달된 이 트랜잭션을 다시 NSU(100) 내부의 주변장치 버스(120

)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110)는 내부에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의 초

기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NSU(100)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만약, 주변장치 버스로써 PCI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110)는 PCI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PCI 브릿지(110)는 장치(NSU) 내부에서 진행되는 버스 트랜잭션에 대하여 이를 호스트 프로세서(10)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되거나, 혹은 메인 메모리(40)를 접근하는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경우에 이를 버스 브릿지(30)에게 전달한다

.

또한, 프로세서에 의해 진행되는 버스 트랜잭션이 PCI 장치를 접근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서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등록특허  10-0449806

- 4 -

본 발명의 특징 중 하나는 NSU(100) 내부 주변장치 버스(120)는 외부의 주변장치 버스(50)와 분리되어 구성하는 것

이다.

이렇게 주변장치버스가 분리되어 구성되는 경우에는 NSU(100) 내부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스토리지 간의 버스 트

랜잭션이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50)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50)의 버스 트래픽을 급격하게 감소킬 수 있게 한다.

만약, 내부에 주변장치버스(120)가 없다면, 모든 트래픽이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50)로 몰리게 되며, 실제로 이 버스(

50)가 PCI 버스인 경우라도 이 곳이 병목 지점이 된다. NSU(100)가 여러 개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욱 심각하게 되며, 실제로 PCI 버스의 대역폭이 32 비트 버스인 경우에는 대략 133 Mbyte/sec 정도가 되지만, 이것

은 산술적으로 네트워크의 1 Gbps 정도 데이터 처리를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경우처럼 NSU(100) 내부에 버스(120)을 두게 되면, 비록 PCI 버스의 대역폭이 네트워크의 대역폭

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50)로 전달되는 데이터 양을 급격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NSU(100) 내부에 있는 상기 디스크 제어기(130)는 여러 개의 디스크(60)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이는 실제로 디스크 접근이 또 다른 병목 현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 디스크 제어기(130)는 내부에 디스크(60)를 스트라이핑하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개의 디스크(60

)에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디스크 스트라이핑(stripping)은 호스트 프로세서(10)나 네트워크(70)를 통해 디스크(60)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

는 요구가 들어 오는 경우에 대량의 데이터를 소량의 데이터 군으로 나누어서 조금씩 각각의 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

이다.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동시에 모든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한 개의 디스크에 대량의 데이터

를 한꺼번에 써넣는 동안에 또 다른 디스크 접근 요구 가 생기는 경우에 이를 처리해 줄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는 기

능이다.

대부분 디스크 인터페이스 버스(160)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SCSI 프로토콜이다. SCSI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 능력

은 최근 들어 160 MBps 혹은 320 MBps 정도로 이르고 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스크 스트라이핑 방식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NSU(100) 내부에 고유의 메모리(170)를 두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140)는 디스크(60)로부터 전송된 데이

터를 주변메모리(170)에 저장한다. 저장된 메모리의 내용은 다시 TOE(150)를 통해서 네트워크(70)로 전송이 된다.

이렇게 NSU(100) 내부에 메모리(170)가 있으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데 생

기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캐싱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대량의 PCI 메모리(170)가 

NSU(100) 내부에 구성되어 있어, 네트워크(70)를 통해 디스크(60)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에 또 다시 디스크(60)를 접

근하지 않고 바로 메모리(170) 내의 데이터를 바로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140)는 상기 주변메모리(170)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내부에 주변메모리의 크기를 지

정하는 레지스터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DMA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내장하고 있다.

또한, 상기 TOE(150)는 일반적인 TOE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NSU(100)의 구조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TOE는 TCP/IP 프로토콜을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하여 수행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 송수신을 빠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에서 제안되고 있는 TOE는 일반적인 TOE의 기능 뿐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TOE의 기능을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디스크(60) 내의 컨텐츠 정보를 네트워크(70)를 통해서 패킷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

해 전송 요구를 보내기 전에 보내야 할 데이터를 상기 주변메모리(170)에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한다.

디스크(60)에서 읽혀져 주변메모리(170)에 저장된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을 수행하라는 명령이 전달되면, 

주변메모리(170)로부터 읽혀져 와서 네트워크 전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첨가하여 네트워크(70)를 통해 패킷 

형태로 전송된다.

이때, 상기 TOE(150)는 메인 메모리(40)를 접근하지 않게 되고 주변 메모리(170)를 접근하게 되어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50)로의 트랜잭션 전송이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시스템 내의 호스트 프로세서(10)의 동작을 전혀 방해하지 않게

되어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게 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70)를 통해 디스크(60)로 컨텐츠가 저장되어야 하는 경우, 상기 TOE(150)는 이를 직접 디스크(

60)로 써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메모리 제어기(140)를 통해서 주변메모리(170)로 데이터를 써넣는다.

이 방법 역시 호스트 주변장치 버스(50)를 사용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TOE(150)는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되어

진 패킷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패킷 데이터가 디스크로 저장되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결국 컨텐츠 정보를 바로 디스크(60)로 전송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디스크(60)의

정보를 읽어와서 네트워크(70)를 통해 전송하거나, 네트워크(70)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디스크(60)로 바로 저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호스트 프로세서(10)에게 인터럽트, 혹은 로드를 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스토리지 offload 기능은 본 발명에 따른 NSU(100)의 기본 기능이다.

한편, 도 3은 상기 TOE(150) 내에서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되는 경우 그 패킷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

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수신 패킷이 발생할 것을 호스트 프로세서(10)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DSB

를 생성하여 TOE(150)에 저장시킨다.(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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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Disk Save Buffer Table)는 수신되는 패킷 중에서 디스크(60)로 바로 전송되어야 할 패킷 데이터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DSB가 먼저 생성된 후에, 네트워크(70)를 통하여 패킷이 수신된다.(S302)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TOE(150)는 먼저 그 패킷이 정상적인지를 검사한다.(S303)

또한, 패킷의 검사가 완료되면 이 패킷이 디스크(60)로 저장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고,(S304) 만약 디스크 저장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패킷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스택으로 해당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S305)

만약 디스크 저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DSB에 디스크 저장을 기다리는 정보가 있는 지를 확인한다

.(S306)

이때, DSB와 일치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NSU(100)의 주변메모리(170)로 전송한다.(S307)

일치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역시 이를 일반적인 네트워크 스택으로 전송하여 일반적인 패킷 처리 과정을 

따르게 한다.(S308,S309)

한편, 도 4는 상기 TOE(150)를 통하여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일단, 디스크(60)에서 읽혀진 스트리밍 데이터는 주변메모리(170) 내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변메모리(170)로

의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호스트 프로세서(10)로부터 네트워크(70)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명

령이 내려온다.(S401)

이 데이터 전송명령이 내려오면, 상기 TOE(150)는 주변메모리(170)에서 해당 데이터를 읽어 온다.(S402)

읽어 온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상태로 전송하기 위해서 TOE (150) 내에서 패킷 형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구성된 패킷이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S403) 완료가 덜 되었으면, 주변메모리(170) 내의 데이터를

읽어와 계속 준비를 하여야 하며,(S404)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네트워크(70)를 통하여 전송한다.(S405)

이렇게 해당되는 데이터의 양만큼 전송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전송이 완료되면, 패킷 송신이 끝나게 된다.(S40

6)

한편, 도 5는 상기 디스크 제어기(130)를 통하여 디스크로 데이터를 쓰거나 읽기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

호스트 프로세서(10)로부터 디스크 접근에 대한 명령이 있으면,(S501) 상기 디스크 제어기(130)는 먼저 그 명령이 

디스크 쓰기인지를 확인한다.(S502)

디스크 쓰기인 경우에는 주변장치버스(120)를 통해 쓰기 데이터를 수신한다.(S503) 이때, 쓰기 데이터를 스트라이핑

하는 단위로 쪼개어 이를 디스크(60)로 쓰기를 수행한다.(S504)

읽기인 경우에는 디스크의 스트라이핑 단위로 디스크(60)를 읽는다.(S505)

이렇게 작은 단위로 여러 개의 디스크를 병렬로 접근하는 방식은 디스크의 접근을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접근하게 함

으로써, 디스크의 접근 성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스트라이핑 단위만큼 디스크 접근이 완료되면,(S506) 즉시 다음의 디스크 접근 데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을 포함한다.

도 6은 상기 메모리 제어기(140)를 통하여 주변메모리(170)를 접근하는 과정 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주변 메모리(170)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메모리 제어기(140)의 내부에 어드레스 범위 지정 레지스터를 초기화 시

켜야 한다.(S601)

즉, NSU(100) 내의 주변메모리(170)의 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상기 메모리 제어기(140)를 초기화한다. 이때 메모

리 접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테이블도 같이 정립하여야 한다.

메모리 접근에 관한 정보는 현재 주변메모리(170)의 어떤 부분이 프로세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

는 테이블이다.

메모리 제어기(140)에 주변메모리 접근을 위한 명령이 들어오면, 이를 메모리 테이블에 해당 어드레스와 함께 사용하

고 있음을 표시해 둔다.(S602)

이 정보는 디스크 접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미 디스크(60)를 읽어와서 메모리(170)에 저장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주변메모리(170)를 네트워크 캐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접근 명령이 메모리 쓰기인지를 확인하여,(S603) 쓰기이면 수신된 쓰기 데이터를 주변메모리(170)에 써

넣고,(S604) 읽기이면 주변메모리(170)를 읽어서 해당 데이터를 메모리 제어기(140)로 넘겨준다.(S605)

그리고, 메모리 접근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S606) 완료가 된 상태이면 메모리 테이블의 값을 삭제시킨다.(S60

7)

메모리 테이블의 값이 유용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메모리 값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식이 되므로 

반드시 메모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를 클리어 시킨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는, 네트워크 및 디스크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zero copy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서버의 호스트 프로세서의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망을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디스크의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 메모리 복사를 줄이고, 프로세서의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고

품질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QoS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

리지 연결 장치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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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서버 컴퓨터 시스템의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네트워

크-스토리지 연결장치에 있어서,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의 버스 트랜잭션을 내부 주변장치 버스로 전달하고, NSU 내부에서 진행되는 호스트 프로세

서 또는 메인 메모리에 대한 버스 트랜잭션을 버스 브릿지로 전달하는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

NSU 외부의 주변장치 버스와 분리되고, NSU 내부 각 장치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내부 주변장치 버스;

NSU에 연결되는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를 제어하여 디스크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읽기 또는 쓰기를 관리하는 디

스크 제어기;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간의 전송 데이터가 저장되는 주변메모리;

상기 주변메모리를 제어하여 디스크 스토리지와 네트워크간의 전송 데이터를 저장시키거나 출력시키는 주변메모리 

제어기; 및

네트워크로 전송될 데이터를 상기 주변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패킷형태로 가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네트워크로

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를 통해 상기 주변메모리에 저장하는 TOE;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장치 버스는 PCI 버스가 사용되고, 상기 주변장치 버스 브릿지는 PCI 브릿지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

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제어기는 디스크 인터페이스 버스를 통해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와 병렬로 연결되고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

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크 제어기는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다수의 디스크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읽기 또는 쓰기

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는 네트워크 송수신 데이터를 캐싱할 수 있도록 메모리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 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는 내부에 주변메모리의 크기를 지정하는 레지스터를 내장하고 대량의 데

이터를 DMA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메모리 제어기는 상기 주변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완료되면 그 메모리 테이블 값을 삭제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OE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 패킷을 처리함에 있어, 먼저 수신 패킷중 디스크로 

바로 전송되야할 패킷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갖는 DSB 테이블을 생성한 후, 디스크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 패킷이 DS

B와 일치하는 정보를 가지면 상기 주변 메모리로 전송하여 저장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스택으로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TOE는, 네트워크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함에 있어, 전송할 데이터가 상기 주변메모리에 저장

된 상태에서 호스트 프로세서로부터 데이터 전송명령이 내려오면, 상기 주변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온 후 이를 

패킷 가공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스토리지 연결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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