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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정렬 장치 및 방법, 그리고 기록매체

요약

본 발명은 다중 레인을 채택하는 PCS의 수신부에서 동기화 과정와 수신 과정의 사이에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을 조

절하여, 기존의 8B/10B와 같은 코딩형식에도 적합하면서도 10기가비트이상의 데이터를 다중 레인을 통해 병렬로 전

송가능하게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및 방법, 그리고 기록매체에 관

한 것으로, 본 발명은 다중레인을 통해 전송된 대용량 데이터의 수신시 레인별로 수신데이타열에서 정렬문자를 인식

하여 검출하고, 검출된 각 레인의 정렬문자 수신시점을 비교하여 레인간 비틀림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레인간 비틀림

발생시, 최초 정렬문자 검출시점부터 각 레인별 검출된 정렬문자를 레지스트리의 제1열에 저장하고, 이후 수신되는 

데이타열을 그 다음열에 차례로 저장시키고, 마지막 정렬문자검출시점에서, 레인별 레지스트리의 마지막 저장 구간을

설정하고, 레지스트리를 쉬프터로 동작시켜 마지막 저장열로 데이타가 입력되면 최초 저장열인 제1열에 저장된 데이

타를 출력시킴으로서, 비틀림이 보상된 데이타열이 출력되도록 한 것이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이더넷, 10기가비트, 다중 레인, 비틀림, 정렬문자,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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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10GBASE-X 10기가비트 이더넷 수신기의 PCS 기능부 구성도이다.

도 2는 종래 10GBASE-X 10기가비트 이더넷 수신기에 있어서 디스큐(deskew)과정의 상태 흐름도이다.

도 3은 종래 수신기의 동기화 과정에서 출력되는 비틀림이 발생된 신호의 타이밍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개선된 PCS 수신 기능부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레인 정렬 장치(lane alignment operator)의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의한 레인 정렬 장치에서의 신호 타이밍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의한 레인 정렬 장치에 구비된 계수 제어부의 상태 흐름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인 정렬 장치의 병렬저장장치제어부의 입력 타이밍, 출력 선택 기능부의 출력 타이밍과 입

출력 데이터 열의 신호를 보이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의한 개별 레인의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의 상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동기화부

102, 400 : 디스큐(de-skew)부

103 : 수신부

401 : 레인 정렬부

402 : 감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10기가비트 광채널(Fiber channel) 및 10기가비트 이더넷(Ethernet)의 물리계층부(Physical layer)에서

의 데이타 송수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용량 데이타를 다중 레인으로 분할 전송하는 경우 발생

하는 레인간의 비틀림 현상을 보상하여 수 기가급 멀티레인에 대한 병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결과 10 기가비트

이상의 고속 데이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및 방

법, 그리고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주로 LAN(Local Area Network)에 의존하는 통신환경은 최근 급격하게 대역폭(bandwidth)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

존에 구축되어 있는 10/100Mbps급 이더넷(Ethernet)으로는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즘 1Gbps급 이더넷의

통신 용량이상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10Gbps급 이더넷 규격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예로서 10GBASE-X 10기가비트

이더넷 시스템의 물리계층(Physical layer)은 PCS(Physical Coding Sublayer), PMA(Physical Media Attachment)

, 그리고 PMD(Physical Media Dependent) 기능 블록(sublayer)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PCS 기능부는 8B/10B 4레인(lane)을 병렬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데이타가 PCS, PMA를 거치고 광 모듈에서 전송 될 때, 상기 4레인은 10Gbps를 갖는 하나의 데이터 채널(ch

annel)이면서도 코딩(coding)작업을 거친 후 서로 독립된 레인으로 전송되는데, 이는 수신측에서 병렬 레인간에 비틀

림(skew)을 야기시킨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전기 신호 레벨에서 10기가비트 이상의 처리 속도를 갖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대용

량의 데이터를 분할 전송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대용량 채널을 독립된 문자열로 구성된 4레인에 분할 전송하는 경

우, 기존의 기가비트 멀티 채널 기술에 의하면 레인간 비틀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즉, 지금까지는 수 기가급의 통신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PCS내에서 바이트(8비트) 단위(코딩후에는 10비트 단

위)로 통신하므로 비트 단위의 비틀림 정렬을 PMA(Physical Media Attachment)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10기가비트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여러 개의 문자열로 분할 전송을 위해서는 버스(BUS)내에서나 비트 

단위의 스큐(skew) 보상뿐만 아니라 바이트(byte) 또는 문자열(character) 단위의 새로운 정렬 방법이 필요하다. 그

러나, 종래에는 8B/10B의 4개의 레인을 정렬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정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종래의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10GBASE-X PCS 수신 기능 블럭을 나타낸 것으로서, 종래의 10GBASE-X PCS수신 기능부는 동기

화과정(SYNCHRONIZE PROCESS)(101)와, 디스큐 과정(DESKEW PROCESS)(102), 수신 과정(RECEIVE PROCE

SS)(103)으로 구성된다.

상기에서 동기화 과정(101)은 PMA로부터 각 레인의 신호 검출을 나타내는 제어신호와 10비트 병렬 신호를 입력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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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신신호에 포함된 8B/10B코드의 콤마(Comma)문자의 검출을 통하여 각 레인의 동기화 상태를 제어신호열(C1)

로 출력하고, 도한 수신된 데이터열을 출력한다.

그 다음, 디스큐과정(102)에서는 상기 동기화 과정(101)에서 제어신호열(C1)과 수신데이터열을 입력받아, 수신데이

타열에서 정렬 문자가 모든 레인에 동시에 나타나는 지 여부를 인식하여, 수신데이타와 함께 비틀림이 조정되었는 지

를 나타내는 제어신호(C2)를 출력한다.

마지막으로, 수신 과정(103)은 상기 디스큐 과정(102)을 통과한 데이터 신호를 8B/10B코드로 디코딩하여 매체 접근

제어부(MAC;Medium Access Control)에 제공한다.

도 2는 상기와 같은 PCS의 수신기능에 있어서, 종래의 디스큐처리를 보이는 상태흐름도로서, 상기 동기화과정(101)

에서 리셋(reset)이나 동기화를 제대로 맞추 지 못하면(sync_status = 'FAIL'), 초기 상태로서 loss_of_alignment(20

1)단계로 진입하고, 이 단계(201)에서는 제어신호(enable_deskew)를 '참(TRUE)'으로 출력함으로써, 정렬 작업 시작

되도록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상기와 같이 제어신호(enable_deskew)가 '참'일 때, 어떻게 비틀림(skew) 정렬작업을 수행할 것인

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한 번 비틀림이 정렬되거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은 문자열이 검출된 경우에, 

문자열의 정렬 상태를 감시하여 세 번의 정렬된 문자열 ||A||(||A||는 8B/10B코드 정렬문자 /A/ 4개로 구성된 열)

이 검출되는 지를 인지하여 정렬상태를 보고하는 것만이 알려져 있다.

즉, 종래에는 정렬상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기능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비틀림을 보정할 수 없었다.

도 3은 상술한 종래 10GBASE-X PCS 수신 기능부에서 동기화 과정(101)의 출력 타이밍도의 한 예를 보여 준 것으

로서, 4 개의 독립된 레인으로 8B/10B 코딩을 거친 신호열들이 전송되는데, 이때, 신호열들이 독립된 광 채널과 전기

적 채널을 거치면서, PCS의 송신부에서 정렬을 위해 송신하는 정렬문자(예를 들어, /A/)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시간상에서 수신되는 비틀림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종래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레인간의 비틀림을 해결할 수단이 제안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그 목 적은 다중 레인을 채택하는 PCS의 수신

부에서 동기화 과정와 수신 과정의 사이에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을 조절하여, 기존의 8B/10B와 같은 코딩형식에도

적합하면서도 10기가비트이상의 데이터를 다중 레인을 통해 병렬로 전송가능하게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및 방법, 그리고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

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에 있어서,

다중레인으로 수신된 문자열에서 레인별로 정렬문자를 검출하고, 각 레인별정렬문자 수신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

를 출력하는 정렬문자열비교부;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의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한 레인에서 최초 정렬문자검출시부터 비틀림정렬설정구간내에 모

든 레인에 정렬문자열이 검출되었는지를 알리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계수제어부;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와 계수제어부의 제어신호 및 수신데이타열을 입력받아, 각 레인의 정렬문자열이후 수신되는 

데이타를 설정 저장장치에 차례로 저장시키고, 한 구간의 데이타 저장이 완료되면 저장된 데이타를 순서대로 출력시

켜 데이타열을 정렬하는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 및,

상기 병렬 저장장치의 비틀림 정렬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신데이타열을 그대로 출력하고 비틀림 정렬 완료후에는 상

기 병렬 저장장치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정렬된 데이타열을 출력하는 출력선택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하여,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는 각 레인의 정렬문자를 인식하여, 레인별로 정렬문자가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제1제

어신호와, 일부 레인에 정렬문자가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제2제어신호와, 모든 레인에서 정렬문자가 동시에 수신되었

음을 알리는 제3제어신호와, n(다중레인의 수)번째로 정렬문자가 검출되었음을 알리는 제4제어신호를 출력한다.

또한, 상기 계수제어부는 정렬문자열비교부의 제1제어신호에 최초 하이레벨검출시, 제1설정시간을 카운팅하여 최초 

정렬문자 검출시부터 마지막 정렬문자 검출시 또는 제1설정시간 카운팅 완료시까지 하이레벨이 되는 제5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계수제어부에 설정된 제1설정시간은 다수 레인간에 이루어지는 비틀림의 최대 발생 가능 구간으로, 15

비트로 설정한다.

더하여,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는 레인간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각 레인별로 정렬문자 검출시, 저장장치의 제1열

(R(0))에 정렬문자를 저장하고, 이후 수신되는 데이타를 순서대로 저장시키고, 모든 레인에 정렬문자가 검출되면, 이 

시점에서 데이타가 마지막 저장된 저장열을 각 레인의 마지막 저장구간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 FIFO 방식으로 클럭

신호에 따라 저장장치의 레지스트값을 쉬프팅하면서 새로운 데이타가 마지막 저장구간으로 입력되면 제1열의 데이

타가 출력하여, 각 레인별로 상호 비틀림을 막기 위한 알맞은 지연이 할당되어 비틀림이 보상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는 상기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비틀 림 정렬 요구가 발생할 때, 다시 비틀림 

정렬작업을 다시 실행되어, 비틀림 발생시마다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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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기능을 구비한 대용량 이더넷 수신시

스템에 있어서,

각 레인의 신호 검출을 나타내는 제어신호와 PMA로부터 10비트병렬 신호를 받아 8B/10B코드의 콤마(Comma)문자

의 검출을 통하여 각 레인의 동기화 상태를 검출하여 수신된 데이타열과 함께 출력하는 동기화부;

상기 동기화부터 입력된 수신데이타열과 제어신호열을 입력받아 수신된 데이타의 각 레인에 할당된 코드열들의 비틀

림을 정렬하는 레인 정렬부와, 상기 레인정렬부로부터 출력된 다중 레인의 수신데이타열의 정렬 문자가 모든 레인에 

동시에 나타나는 지를 인식하여 비틀림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수신부에 알리는 감시부로 이루어진 디스큐부; 및

상기 디스큐부를 통과한 데이터 신호를 8B/10B코드 디코딩한 후 매체 접근 제어부로 제공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하여, 본 발명에 의한 다중레인을 통해 전송된 대용량 데이터의 수신시 레인간 발생되는 비틀림을 정렬하는 방법은

레인별로 수신데이타열에서 정렬문자를 인식하여 검출하는 제1단계; 검출된 각 레인의 정렬문자 수신시점을 비교하

여 레인간 비틀림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제2단계; 레인간 비틀림 발생시, 최초 정렬문자 검출시점부터 각 레인별 검출

된 정렬문자를 레지스트리의 제1열에 저장하고, 이후 수신되는 데이타열을 그 다음열에 차례로 저장하는 제3단계; 마

지막 정렬문자검출시 점에서, 레인별 레지스트리의 마지막 저장 구간을 설정하고, 정렬완료를 알리는 제4단계; 레지

스트리를 쉬프터로 동작시켜 마지막 저장열로 데이타가 입력되면 최초 저장열인 제1열에 저장된 데이타를 출력시키

는 제5단계; 및, 데이타 정렬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신된 데이타열을 그대로 출력하다가, 정렬완료시 상기 제5단계에

서 출력되는 정렬된 데이타열을 출력하는 제6단계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한 각 단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보인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해 개선된 PCS 수신 기능부의 구성도로서, 각 레인의 신호 검출을 나타내는 제어신호와 PMA로

부터 10비트병렬 신호를 받아 8B/10B코드의 콤마(Comma)문자의 검출을 통하여 각 레인의 동기화 상태를 검출하여

수신된 데이타열과 함께 디스큐 과정(400)으로 제공하는 동기화과정(101)과, 상기 동기화과정(101)으로부터 입력된

수신데이타열과 제어신호열을 입력받아 수신된 데이타의 각 레인에 할당된 코드열들의 비틀림을 정렬하는 레인 정렬

부(401)와, 상기 레인정렬부(401)로부터 출력된 다중 레인으로 수신된 데이타열의 정렬 문자가 모든 레인에 동시에 

나타나는 지를 인식하여 비틀림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수신과정(103)에 알리는 감시부(402)로 이루어진 디스큐과정(

400)과, 상기 디스큐 과정(401)을 통과한 데이터 신호를 8B/10B코드 디코딩한 후 매체 접근 제어부(MAC;Medium 

Access Control)로 제공하는 수신과정(103)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도 5는 상기 도 4의 디스큐과정(400)에 적용된 레인 정렬부(401)의 세부 구성도로서, 상기 레인 정렬부(40

1)는 4레인으로 구성된 문자열(501)을 입력받아 특정 정렬문자(504)(8B/10B에서 구동 불균형(Running Disparity)

에 의존하는 0011110011_RD+, 1100001100_RD- 두 가지를 사용하며, 이는 설계자에 따라 다른 코드를 가질 수 

있다)를 검출하여, 각 레인의 정렬 문자가 수신되는 지를 판단하고, 비틀림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와 데이타열을 

출력하는 정렬문자열비교부(502)와, 소정 용량의 레지스트로 구성된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

02)의 제어신호에 따라서 수신된 문자열의 비틀림을 정렬하는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와,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

(502)의 정렬문자수신상태를 체크하여 최초 정렬문자수신시부터 설정 시간내에 모든 레인의 정렬문자가 수신되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계수제어부(509)와, 수신데이타의 레인간 비틀림정렬여부를 체크하여 비틀

림정렬시 상기 병렬저장장치제어부(503)의 정렬신호를 수신부(103)로 출력하고, 비트림정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신데이타열을 그대로 수신부(103)에 출력하는 출력선택기능부(514)로 이루어진다.

상기에서, 정렬문자열비교부(502)는 수신된 4레인으로 구성된 문자열에서 특정 정렬문자열을 검출하고, 각 레인별 

정렬문자열을 비교하여 정렬문자가 수신된 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서 출력되는 제어신호에는 각 레인별로 정렬문자의 수신여부를 알리는 제1제어신호(

CSB[3:0])(505)와, 모든 레인이 아닌 일부의 레인에만 정렬문자가 검출됨, 즉 비틀림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제2제어

신호(SCS)(506)와, 4개의 레인에 동시에 정렬문자가 검출됨을 알리는 제3제어신호(ACS)(507)와, 4개의 레인에 있

어서 4번째 정렬문자검출시 이를 알리는 제4제어신호(FCS)(508)가 있다.

상기 제2제어신호(506)와 제3제어신호(507)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high'를 나타낼 수는 없다.

그리고,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서 출력되는 제4제어신호(508)는 정렬문자가 모든 레인에 동시에 나타나거나

비틀림이 생성되어 서로 다른 시간에 나타나거나에 관계없이, 상기 제1제어신호(505), 즉 CSB[3:0]의 'high'에 의존

하고, 논리 기호 AND를 포함하여 레인상의 마지막 4번째 정렬문자가 검출되면 'high'를 출력한다.

이상 설명한 제어신호들은 계수 제어부(509)와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로 외부에서 입력된 클럭에 동기되어서 인

가된다.

그리고, 수신된 데이타(IDB1[39:0])(501)는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 의해 상술한 제어신호와 동기되어서 병

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로 인가 된다.

그 다음, 계수 제어부(509)는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서 제공된 제1제어신호~제4제어신호(505~508)들을 비

교판단하여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즉 제2제어신호(406)가 'high'인 경우, 설정된 최대 비틀림 발생 가능 구간(예를 

들어, 15비트)동안 지연(delay)를 카운팅하여 비트림 발생가능구간을 알리는 제5제어신호(TCS)(510)를 출력한다.

상기에서, 15비트 지연을 최대 비틀림 정렬구간으로 정한 이유는 PCS의 송신 부에서 정렬문자열 ||A||가 발생되는

간격이 16비트 지연에서 32비트 지연사이에 랜덤(random)하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16비트 미만에서 최대값인 15

비트 지연을 정렬할 수 있는 최대 비틀림 지연간격으로 정한다.

그리고,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는 상술한 제어신호들을 이용하여 '40비트 x 16비트'의 레지스트로 구성된 

저장장치에 비틀림 문자열이 정렬되도록 저장한다. 상기 저장장치에서, 40비트는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02)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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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입력된 수신문자열(IDB1[39:0])(513)을 클럭에 동기화하여 저장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16비트는 처음 발견

된 정렬문자열(/A/)를 저장하고 그 다음 15비트 지연된 정렬문자열(/A/)까지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는 출력선택 기능부(508)로 2개의 출력 문자열과 2개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데, 이

때의 출력 문자열중 우회(bypass) 출력 문자열인 제1출력문자열(ODB0[39:0])(511)은 상기 입력문자열(IDB1[39:0

])(513)이 저장장치를 지나지 않고 바로 출력된 것이며,정렬 출력 문자열인 제2출력문자열(ODB1[39:0])(512)은 저

장장치에서 정렬되어 출력되는 문자열이다. 출력선택기능부(508)는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로부터 입력된 제1,2

출력문자열(511,512)중 선택된 한 출력문자열을 수신과정(103)으로 출력한다.

즉, 비틀림 정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제1출력문자열(511)을 수신과정(103)으로 출력시키고, 비트림 정렬이 

완료된 경우 상기 제2출력문자열(512)을 수신과정(103)으로 출력시킨다.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에서 출력선택기능부(514)로 인가되는 제1,2 출력제어신호(en_ODB0와 en_ODB1)

는 상술한 제1,2출력문자열(511,512)이 유효한 지를 알려주어, 출력선택 기능부(514)에서 유효한 신호를 선택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신호로서, 상호 배타적인 신호이다.

따라서, 출력선택 기능부(514)는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로부터 두 개의 문자열(ODB0, ODB1)과 해당 제어신호

들(en_ODB0, en_ODB1)을 받아서 유효한 문자열을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의 40비트는 코드 특성과 다중 레인의 수에 따라 설계자가 유연하게 변형하

여 적용할 수 있으며, 16비트는 송신기의 특정문자열의 발생 간격에 따라 설계자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도 6은 상기 도 5의 레인 정렬부사이의 신호선사이의 전체 타이밍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고, 실선으로 나타난 모든 신

호선은 비틀림이 발생된 문자열이 정상적으로 모두 수신된 경우를 나타내고, 이 경우는 출력문자열(ODB[39:0])(515

)로 정상적으로 정렬된 신호가 출력된다.

도 6에서, 굵은 점선으로 표시된 신호선(601)은 임의의 레인(여기서는 레인3)에서 정렬문자가 사라져서 계수제어부(

509)에서 15비트 지연동안 카운팅(counting)한 후에 정렬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로써, 다음 정렬을 위하여 다시 

초기상태로 진입하여 대기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때 최종 출력문자열(515)은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에서 

아직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1출력문자열(511)이 계속 출력된다. 그리고, 제2출력문자열(ODB1)(512)에 

정렬된 문자열이 완성되면 상기 제2출력문자열(ODB1)(512)이 최종출력문자열(ODB)(515)로서 출력된다.

도 7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계수 제어부의 상태 흐름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상태에서 제2제어신호(506)에 최초로 'high'로 나타나면 계수가 시작되고 제5제어신호(510)

를 'high'로 출력하여 계수 구간을 알린다. 상기 제5제어신호(510)는 'low'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기 전에는 'high'를 

유지한다.

'low'조건은 모든 레인에서 정렬문자열이 검출되거나, 설정된 지연시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로서, 계수 과정 도중에 제

4제어신호(508)가 'high'로 입력됨이 감지되면 각 레인에 정렬문자가 한 번씩 검출되어서 4개의 레인 모두에 정렬문

자가 검출된 것이므로 상기 제5제어신호(510)는 'low'로 되어 그 다음 검출을 준비한다.

반대로, 처음 제2제어신호(506)에 'high'가 검출되어 계수가 시작하고 난 후에 15비트 지연 구간내에 제4제어신호(5

08)에 'high'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의 레인에서 정렬문자코드(/A/)에 전송중 에러가 발생한 것이므로 15번

째 지연구간에서 상기 제5제어신호(510)를 'low'로 출력하고, 다시 정렬문자열을 검출할 준비를 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의한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의 입력문자열(801)에 따른 저장장치의 구성과 그에 따른 출력 문

자열의 타이밍의 실시예를 보인 것이다. 여기서는 10GBASE-X 10기가비트 이더넷에 적용된 예를 보였다.

상기에서,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의 레지스트는 [40(bit) x 16(bit)]로 구성되어지며, 4레인의 각 레인은 10개의 

비트열로 구성된 문자열이 저장된다. 여 기서, 40비트는 코드 특성과 다중 레인의 수에 따라 설계자가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으며, 16비트는 송신기의 특정문자열의 발생 간격에 따라 설계자가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상기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문자열(801)에서 각 레인의 정렬 문자열(alignment character column) A가 어긋

나서 입력되는 경우, 정렬 문자열 비교부(502)와 계수 제어부(509)에서 생성되는 제어신호에 의해, 정렬문자가 검출

된 신호열은 첫 번째 저장열인 R(0)의 해당 레인에 정렬문자가 저장된다. 각 레인의 정렬문자가 검출되면 제1제어신

호(505) CSB(x)(x는 해당 레인을 나타냄)에 'high'가 걸리고 정렬요구신호(enable_deskew)(515)가 '참(TRUE)'인 

경우, 저장블록(802)에 입력되는 순서대로 저장된다. 여기서 R(O)열에는 항상 정렬문자가 위치하고 R(O)가 정렬된 

문자열을 출력하는 출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레인에 정렬문자가 검출되었음을 알리는 제어신호 FCS가 'HIGH'이면, 이 클럭 시간(805)에서 병렬 저

장장치 제어부(503)은 각 레인의 마지막 저장구간을 지정하여 이 레지스터열이 입력 데이터열이 들어오는 입구 저장

열이 되고 저장 블록 (806)처럼 나머지 입력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저장구간은 사용하지 않게 된다.

상기 제4제어신호(508)가 'high'가 되는 클럭 시간(805)에서 각 레지스터들을 클럭에 의존하여 쉬프팅하여 저장장치

의 출력단에 정렬이 이루어져 도면의 아래에 도시된 바와 같은 출력문자열(804)을 출력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각 레인별로 상호 비틀림을 막기 위한 알맞은 지연이 할당되어 비틀림이 보상된 출력문자열(804)처럼 

출력된다.

이 과정은 비틀림 정렬 요구 신호(enable_deskew)(515)가 다시 '참(TRUE)'으로 될때까지 상기 상태를 유지하며 정

해진 지연에 따라 출력이 계속되고, 만약 비틀림 정렬 요구 신호(enable_deskew)(515)가 '참(TURE)'이 되면, 상술한

바와 같은 원리에 의해 다시 비틀림 정렬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도 9는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의 상태 흐름도로서,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은 초기상태에서 제1출

력문자열(511)을 통해 수신문자열이 출력되도록 제1출력제어신호(en_ODB0)는 'high'로, 제2출력제어신호(en_ODB

1)는 'low'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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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서 입력된 제2제어신호(506)가 'high'이고 제1제어신호(505) CSB(x)가 'high'

이면, 해당되는 x레인의 저장블록이 저장상태에 진입하면서 각 레인의 저장열 R(n=0)부터 저장되기 시작한다. 여기

서, n은 레지스터의 주소에 해당되며 정렬문자는 항상 R(0)열에 위치한다. 그리고, 클럭에 의존하여 입력 문자열은 저

장장치의 주소 n을 하나씩 증가하면서 저장된다.

그리고,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서 입력된 제어신호 FCS(508)가 'high'이면 그 순간이, 레인마다 해당 정렬문자가 

검출되어서 모든 레인상에서 정렬문자에 대한 검출이 완료된 것이므로,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의 저장부 R(0)에

서 출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의 마지막 저장이 이루어진 저장장치 주소 n값이 기억되고 R(n)이 저장장치의 입

력이 된다.

이 순간부터 저장장치는 출력 상태로 놓이며 쉬프트 기능을 수행하여 저장 열 R(0)에서는 출력이 계속되고, R(n)로는

수신된 문자열이 계속입력되어 시프트 레지스터(shift regist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출력 상태는 각 레인의 정렬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출력상태에서는 출력선택기능부(514)로 인가되는 제1출력제

어신호(en_ODB0)는 'low'가 되고 제2출력제어신호(en_ODB1)는 'high'가 된다. 따라서, 출력선택기능부(514)는 병

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로부터 출력된 두가지 문자열중 정렬 문자열을 선택 출력한다.

만약,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가 저장상태에 있을 때, 제5제어신호(510)가 'high'에서 'low'로 천이 할 때까지 제5

제어신호(407)에 high가 검출되지 않으면, 4 레인중 임의의 레인에서 정렬문자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므로 최대 정렬 

구간(15비트 지연)에서 정렬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제5제어신호(510)의 하강시점(falling edge)에서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는 초기상태로 되돌아가 다시 정렬문자를 검출하기 시작한다.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503)는 출력 상태일때, 정렬문자열비교부(502)에서 인가되는 제어신호 CSB, SCS, FCS

의 상태에 독립적이며 저장장치를 통해 정렬된 문자열을 계속 내보내고 비틀림 정렬 요구 신호(enable_deskew )(51

5)의 의해서만 초기상태로 이동이 일어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10기가비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 기가급 멀티레인을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PCS 수신단의 레인 정렬부

를 구성하여, 한 채널을 다중 레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10기가비트 파이버 채널과 10

기가비 트 이더넷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10기가비트 이상의 고속의 채널 전송을 요구하는 시스템의 구현을 가능하

게 하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에 있어서,

다중레인으로 수신된 문자열에서 레인별로 정렬문자를 검출하고, 각 레인별정렬문자 수신상태를 나타내는 제어신호

를 출력하는 정렬문자열비교부;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의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한 레인에서 최초 정렬문자검출시부터 비틀림정렬설정구간내에 모

든 레인에 정렬문자열이 검출되었는지를 알리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계수제어부;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와 계수제어부의 제어신호 및 수신데이타열을 입력받아, 각 레인의 정렬문자열이후 수신되는 

데이타를 설정 저장장치에 차례로 저장시키고, 한 구간의 데이타 저장이 완료되면 저장된 데이타를 순서대로 출력시

켜 데이타열을 정렬하는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 및,

상기 병렬 저장장치의 비틀림 정렬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신데이타열을 그대로 출력하고 비틀림 정렬 완료후에는 상

기 병렬 저장장치제어부로부터 출력되는 정렬된 데이타열을 출력하는 출력선택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문자열비교부는 각 레인의 정렬문자를 인식하여,

레인별로 정렬문자가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제1제어신호열과,

일부 레인에 정렬문자가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제2제어신호와,

모든 레인에서 정렬문자가 동시에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제3제어신호와,

n(다중레인의 수)번째로 정렬문자가 검출되었음을 알리는 제4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

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계수제어부는

정렬문자열비교부의 제1제어신호에 최초 하이레벨검출시, 제1설정시간을 카운팅하여 최초 정렬문자 검출시부터 마

지막 정렬문자 검출시 또는 제1설정시간 카운팅 완료시까지 하이레벨이 되는 제5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설정시간은 다수 레인간에 이루어지는 비틀림의 최대 발생 가능 구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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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1설정시간은 15비트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

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는 레인간 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각 레인별로 정렬문자 검출시, 저장장치의 제1열(R(0))에 정렬문자를 저장하고, 이후 수신되는 데이타를 순서대로 저

장시키고,

모든 레인에 정렬문자가 검출되면, 이 시점에서 데이타가 마지막 저장된 저장열을 각 레인의 마지막 저장구간으로 지

정하고,

그 다음, FIFO 방식으로 클럭신호에 따라 저장장치의 레지스트값을 쉬프팅하면서 새로운 데이타가 마지막 저장구간

으로 입력되면 제1열의 데이타가 출력하여,

각 레인별로 상호 비틀림을 막기 위한 알맞은 지연이 할당되어 비틀림이 보상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병렬 저장장치 제어부는 상기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비틀림 정렬 요구가 발생할 때, 다시 

비틀림 정렬작업을 다시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장치.

청구항 8.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기능을 구비한 대용량 이더넷 수신시스템에 있어서,

각 레인의 신호 검출을 나타내는 제어신호와 PMA로부터 10비트병렬 신호를 받아 8B/10B코드의 콤마(Comma)문자

의 검출을 통하여 각 레인의 동기화 상태를 검출하여 수신된 데이타열과 함께 출력하는 동기화부;

상기 동기화부터 입력된 수신데이타열과 제어신호열을 입력받아 수신된 데이타의 각 레인에 할당된 코드열들의 비틀

림을 정렬하는 레인 정렬부와, 상기 레인정렬부로부터 출력된 다중 레인의 수신데이타열의 정렬 문자가 모든 레인에 

동시에 나타나는 지를 인식하여 비틀림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수신부에 알리는 감시부로 이루어진 디스큐부; 및

상기 디스큐부를 통과한 데이터 신호를 8B/10B코드 디코딩한 후 매체 접근 제어부로 제공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이더넷 수신시스템.

청구항 9.
다중레인을 통해 전송된 대용량 데이터의 수신시 레인간 발생되는 비틀림을 정렬하는 방법에 있어서,

레인별로 수신데이타열에서 정렬문자를 인식하여 검출하는 제1단계;

검출된 각 레인의 정렬문자 수신시점을 비교하여 레인간 비틀림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제2단계;

레인간 비틀림 발생시, 최초 정렬문자 검출시점부터 각 레인별 검출된 정렬문자를 레지스트리의 제1열에 저장하고, 

이후 수신되는 데이타열을 그 다음열에 차례로 저장하는 제3단계;

마지막 정렬문자검출시점에서, 레인별 레지스트리의 마지막 저장 구간을 설 정하고, 정렬완료를 알리는 제4단계;

레지스트리를 쉬프터로 동작시켜 마지막 저장열로 데이타가 입력되면 최초 저장열인 제1열에 저장된 데이타를 출력

시키는 제5단계; 및

데이타 정렬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신된 데이타열을 그대로 출력하다가, 정렬완료시 상기 제5단계에서 출력되는 정렬

된 데이타열을 출력하는 제6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분할 전송을 위한 다중 레인간의

비틀림 정렬 방법.

청구항 10.
대용량 이더넷 수신시스템에 있어서,

레인별로 수신데이타열에서 정렬문자를 인식하여 검출하는 제1단계;

검출된 각 레인의 정렬문자 수신시점을 비교하여 레인간 비틀림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제2단계;

레인간 비틀림 발생시, 최초 정렬문자 검출시점부터 각 레인별 검출된 정렬문자를 레지스트리의 제1열에 저장하고, 

이후 수신되는 데이타열을 그 다음열에 차례로 저장하는 제3단계;

마지막 정렬문자검출시점에서, 레인별 레지스트리의 마지막 저장 구간을 설정하고, 정렬완료를 알리는 제4단계;

레지스트리를 쉬프터로 동작시켜 마지막 저장열로 데이타가 입력되면 최초 저장열인 제1열에 저장된 데이타를 출력

시키는 제5단계; 및

데이타 정렬이 완료되기 전에는 수신된 데이타열을 그대로 출력하다가, 정렬 완료시 상기 제5단계에서 출력되는 정

렬된 데이타열을 출력하는 제6단계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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