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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임계값 리키 버킷을 사용하는 클래스-기초 속도 제어

요약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워트의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사용자 접근 포인트에서 속도 제어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이 기재

되어 있다. 속도 제어 메커니즘은 서비스 지원의 품질로서 입구 및 출구 속도 제어 양쪽 모두에 대하여 제시된다. 전송 흐

름 방향 당 단일의 리키 버킷이 결합된 다수의 임계값은 상기 메커니즘이 전송 클래스 우선 순위 표준에 기초하여 전송 속

도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리키 버킷, 입구 속도 제어, 출구 속도 제어, 간선 네트워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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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장치와 통신 네트워크 간선 장치 사이에 속도 제어된 컨텐트

(내용) 교환을 제공하는 구성 장치를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도시한 것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른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사용자 출력 포트를 경유하여 전달된 전송 컨텐트을

위한 세 개의 출구 속도 제어 계획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른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사용자 입력 포트를 경유하여 전달된 전송 컨텐트을

위한 세 개의 입구 속도 제어 계획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을 도시한 것이다.

첨부된 도면에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장치는 유사한 표시로 나타내기로 한다. 도면에서 문턱값은 임계값(threshold)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워크 (packet-switched communications networks)에서 전송 처리와 관련되며, 특히

통신 네트워크의 간선(edge)에서 전송 전달 속도를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컨텐트(이하 '내용'으로 쓰기도 한다) 전송 속도 제어(content traffic rate control)는 서비스 제공

자의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워크(100)의 간선에서 사용자 접근 포인트(간선 통신 네트워크 노드 102가 이에 해당)에 적용

된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간선 통신 네트워크 노드(102)는 하향회선 컨텐트 전송(down-link content traffic)

으로서 컨텐트 분포 및 상향회선 컨텐트 전송 집합(up-link content traffic aggregation)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컨텐트

전송 속도 제어 메커니즘은 두 가지 형태의 속도 제어와 관련된다.

컨텐트 분포(distribution)의 관점에서, 출구 속도 제어(egress rate control)는 사용자(106)와 결합된 출력 포트(104)를

경유하여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를 빠져나가는 총 하향회선 전송량을 제한한다. 사용자(106)와 결합되고 출력 포트

(104)에 연결된 통신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로부터 전송 선로-속

도(wire-speed)로 수신된 임의의 장시간에 걸친 컨텐트 버스트(burst)를 처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기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량의 패킷 수신 캐시(cache)만을 가지는 네트워크 접근 장치

(108), 단지 낮은 속도의 패킷 분류(packet classification)를 실행할 능력만을 가지는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 제한된

메모리 접근 대역폭(memory access bandwidth)을 가지는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 등과 같은 것들. 특정한 배치 및 지

원되는 서비스에 따라,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는 또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당히 복잡한 패킷 처

리 과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컨텐트 암호화/암호해독, 음성 및/또는 비디오에 대한 프로토콜-특정 연산

(protocol-specific operations), 계정처리(accounting) 등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장치

(108)에서 자원을 고갈시키며 컨텐트 처리 과정의 지연을 초래한다. 전형적으로 그러한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를 위한

프로세싱 벤치마크는 패킷이 전송 선로의 속도로 처리되는지 여부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지원되는 컨텐트 흐름(content

flow)의 수를 나타낸다.

명백히, 입구 속도 제어(ingress rate control)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출구 속도 제어에 대한 대체물로서 네트워

크 접근 장치(108)에서 행해질 수 있고, 외견상으로는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특별히,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가 자원

(resources)이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에서 고갈됨에 따라 처리될 수 없는 유입 패킷(incoming packet)을 드롭 상태

(drop)가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는 입구 속도 제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선 네트

워크 접근 노드(102)에서 출구 속도 제어의 몇 가지 형태는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가 과부하 상태로 되는 것

(overloading)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배치를 위해 요구될 것이다.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출구 속도 제어는, 특

별히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가 큰 용량의 컨텐트 버퍼링 자원을 가짐으로써 정체상태(폭주)(congestion)를 겪지 아니하

고 따라서 그로 인한 장시간에 걸친 패킷 폐기(packet discard)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장시간의 컨텐트 버스트를 견디어

낸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컨텐트 집합(content aggregation)의 관점에서, 입구 속도 제어는 사용자(106)와 결합되어 주어진 입력 포트(110)로부터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로 유입되는 상향회선 전송량을 제한한다. 상기에서 기술한 것과 같은 관점에서, 입구 속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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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바람직한 특징이 되며, 심지어 이러한 특징은 2002년에 대개 그러한 경우에 해당했던 것

처럼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가입자 라인 집합 모듈(Digital Subscriber Line Aggregation Module :

DSLAM)과 같은 레이어(layer)(2)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가 제한 없이 모든 입력 포트(110)에서 전송 선로-속도로 유

입되는 상향회선 전송량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컨텐트 버퍼링 자원을 가지는 경우에도 바람직하다.

각각의 포트(104/110)가 단일의 사용자(106)에게 할당되는 배치의 관점에서, 다른 포트(104/110)와 독립적이며, 포트

(104/110)의 실질적인 최대 컨텐트 전달 속도 및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의 용량과 독립적으로 각각의 포트(104/110)를

경유하여 전달되는 하향회선/상향회선 전송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각각의 사용자

(106)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협의된 하향회선 및 상향회선 대역폭 할당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입구/출구 속도 제어 매개변수(계수)(parameter)는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각각의 포트(104/110) 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배열되어야 한다.

현재의 공지된 입구 및 출구 속도 제어 양쪽에 대한 실행은 리키 버킷 조절(leaky bucket regulation)이라고 불리우는 널

리 공지된 기술을 사용한다. 리키 버킷 조절은 두 개의 계수 "b" 및 "r"을 이용하는 간단한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첫 번째 계

수인 b는 이용 가능한 토큰(token)(전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장 자원에 해당한다)에서 버킷 크기를 나타낸다. 계수 "R"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토큰 고갈(depletion) 속도를 나타낸다: 트랙되고(tracked) 전달된 컨텐트(content)을 나타내는 토

큰은 속도 R로 최대 수의 토큰 b에 이를 때까지 버킷으로부터 제거된 것을 의미한다. 토큰은 전달된 컨텐트 유료부하 단위

(conveyed content payload units)를 나타내며,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낸다: 비

트, 바이트, 워드, 고정된 크기의 프레임 등과 같은 것들. 본 명세서에서는 이후부터 토큰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포

트 버퍼(112/114) 내에 저장된 바이트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토큰은 속도 "r"(두 번째 리키 버킷 계수)로 버킷

으로 반환되며 이 속도 "r"은 컨텐트이 이를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속도를 나타낸다.

토큰은 전달된 대응패킷의 크기를 나타내는 토큰 그룹 내에 있는 버킷으로부터 제거되고 추가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컨텐

트 패킷 도달은, 그것이 발생하는 때에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저장 공간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미리 결정된 수의

토큰 n이 버킷으로부터 제거될 것이 요구된다.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저장 공간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버킷 내에

적어도 n개의 토큰이 존재하며, 이로써 n개의 토큰이 버킷으로부터 제거된다면, 추가적인 작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불충분한 저장 공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대응패킷이 도달하는 때에 버킷 내에서 n개

의 토큰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조절적인 작동이 대신 행해진다.

r이 예를 들어 협의된 서비스 속도(negotiated service rate)와 같은 필요한 조절되는 속도(regulated rate)로 설정된다

면, 그로 인하여 조절적인 작동은 조절되지 않는 컨텐트 전달 속도 R이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동안 조절된 협의 서비스 속

도 r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입구 속도 제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로

부터 수신된 각각의 패킷은 입력 버퍼(114) 수용 공간(occupancy)을 트랙킹하는 버킷으로부터 토큰을 제거하고, 조절적

인 작동은 입력 포트(110)에서 패킷 폐기 또는 흐름 제어 개시 중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다. 출구 속도 제어와 관련하여, 출

력 포트(104)의 대응출력 버퍼(112)로부터 각각의 패킷 전달은 하향회선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고 적어도 하나의 패킷이

출력 포트 버퍼(112) 내에서 전달을 위해 대기 상태(queued)에 있을 때마다 토큰을 출력 버퍼(112) 수용 공간을 트랙킹하

는 버킷에 추가한다. 출구 속도 제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풍부한 저장 자원을 가정한다면,

원격 소스(source)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전체 통신 네트워크의 기반 구조(infrastructure)를 경유하는 패킷이 큰 용량의

컨텐트 수송 오버헤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destination)로 된 네트워크 노드(106)에 매우 근접한 위치

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기술한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 속도 조절(classic leaky bucket rate regulation)은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R이 상향회선과 관련되고 그로 인하여 입력 포트(110)와 관련된 전송 선로-속도의 값으로 되는 경우를 고려한다. 크

기 L>>b인 패킷의 버스트가 입력 포트(110)에 도착할 때, 입구 리키 버킷은 상기 버스트 과정에서 유입되는 패킷이 1-r/R

의 비율로 곧바로 드롭(drop)을 시작할 것이다. 상향회선 협의된(조절된) 속도 r은 R보다 훨씬 작은 값-10 또는 그 이상

(factor of 10 or more)-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0%이상의 패킷이 그러한 버스트 상태가 발생하는 동안 드롭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패킷이 인터넷 프로토콜(TCP/IP) 데이터 세션에 대한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port Control Protocol)의

구성 요소라면, 90%의 패킷을 위한 승인의 갑작스런 결여는 조절된 컨텐트 전송 버스트가 승인되지 않은 패킷 재-전달의

대응 버스트에 의하여 이어지게 됨으로써, 전송을 거의 정지 상태가 되게 하며, 이로 인하여 컨텐트/패킷 시간당 처리량

(throughput)을 심각하고 불필요하게 감소시키게 된다.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 속도 조절의 두 번째 단점은 이러한 방식이 패킷 처리 과정의 우선 순위(priorities)를 고려하지 않

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기술한 예를 다시 참고하면, 90%이상의 패킷이 장기간의 버스트 과정에서 폐기된다면, 드롭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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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의 전송 클래스 결합(traffic class associations)은 조절적인 동작에서 반영되지 않고, 따라서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로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 속도 조절이 출구에서 사용되는 경우, 패킷 전송의 일시적인 중단 상태는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패킷에 의하여 유발된 허용가능하지 않은 지연 상태(latency)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전송 클래스 차별성(traffic class differentiation)을 제공하는 속도 제어를 위한 현재 하드웨어 설계는 실행 복잡성이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으로, 그러한 설계는 조절되어야 할 각각의 전송 흐름 그룹 -클래스당 포트당 하나, 심지어

컨텐트 흐름 마다 하나-을 위한 별개의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주먹구구식 실행의

조합 복잡성은 엄청나다. 거대한 양의 병렬 연결(parallelism)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수의 하드웨어 계층 기계

(state machines)가 주기적으로 토큰을 각각의 버킷에 추가하는데 동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다 적은 수의 계층 기계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각각의 계층 기계는 엄격한 제한을 처리 과

정 타이밍에 둠으로서 전체 버킷 수의 서브셋(subset)을 처리하여야만 한다.

하드웨어 내에서 전송 클래스 마다 포트 마다 하나의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을 제공하는 것은 높은 게이트 카운트 실행

(high gate count implementation)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종종 사용자(106)(가입자)를 발견하는

(turning up) 오퍼레이터(operator)는 다수의 전송 클래스 또는 사용자 당 마이크로-흐름(micro-flow) 사이에 협의된 대

역폭을 할당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많은 매개 변수가 장황하게 프로그램화된다. 더욱이, 대역폭 할당이 합

리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할당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속하게 변화하여 거대한 구성 형태(huge

configuration) 오버헤드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106)가 세 개가 전송 클래스 0, 1, 및 2 각각에 대하여 10

Mbps의 속도로 협의했다고 가정하자. 세 개의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을 사용하는 속도 조절 방식은 사용자(106)가 차후에

다른 비율로 조합된 30Mbps를 전송하길 원하는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패킷이 드롭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입력 포트(110)에서, 전송 클래스는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규정할 목적으로 단지 국지적으로만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불된 전체 30Mbps 대역폭이 소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클래스 할당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자(106)의 전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전송 측정(traffic metering) 분야에서의 연구는 코멘트를 위한 요청(Request For Comments : RFC 2698) "두 가지 속도

세 가지 컬러 마커(A Two Rate Three Color Marker)"를 포함하며 이는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RFC 2698 표

준에 따르면, 특정한 흐름의 분류된 패킷은 상기 패킷이 네트워크 노드를 횡단함에 따라 트랙킹되고(tracked) 흐름과 결합

된 두 개의 입구 리키 버킷의 상태(status)를 사용하여 세 가지 컬러 중의 하나를 가지고 유입 시(at ingress)에 표시된다.

패킷이 네트워크 노드를 따라 횡단한 후, 유출 시(at egress)에, 링크가 폭주(정체) 상태(congested)에 있다면 패킷은 폐

기될 수 있다. 드롭핑된 패킷은 패킷에 표시된 컬러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지시된(taught) 복잡한 다-버킷 실행

은 별도로 하고, 만약 RFC2698의 지침(teachings)이 간선 네트워크 노드와 네트워크 접근 장치 사이에 상향회선과 하향

회선과 관련하여 속도 제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간선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패킷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은, 패킷 컬러 표시(packet color marking) 및 컬러에 기초한 패킷 폐기가 전형적으로 분리된 입력 하드웨어와 출

력 하드웨어에서 각각 실행되어야 하므로, 하드웨어 실행 능력(implementations)을 방해하는 실행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다.

선행 기술에 해당하는 "고속도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내에서 X.25 전송을 위한 흐름 제어 기술(Flow Control

Technique for X.25 Traffic in a High Speed Packet Switching Network)"이라는 명칭을 가진 미국 특허 제6,167,027

호는 오버트 등에 의하여 발명되었고 2000년 12월 26일에 특허되었으며, 상기 문헌에는 예방적인 X.25 흐름 제어 메커니

즘이 개시되어 있다: 네트워크 내에 있는 각각의 접근 노드는 리키 버킷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유입되는 패킷이 리키 버킷

구성 요소에 의하여 수신될 때마다, 이용 가능한 토큰의 수가 두 개의 미리 결정된 임계값과 비교된다. 만약 이용 가능한

토큰의 수가 낮은 임계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면, X.25 터미널에 부착된 방출 장치(emitting)에 의하여 전송된 인터럽

션 패킷을 유도하면서 수신된 패킷의 승인이 중단된다. 이미 수신된 패킷이 처리됨에 따라 인터럽팅 패킷 전송은 토큰 풀

(token pool) 내에 있는 토큰의 수를 갱신하게 될 것이다. 만약 토큰의 수가 높은 임계값에 도달하면, 패킷 전송을 회복하

기 위하여 다시 승인이 이루어진다. 두 개의 임계값은 기본적으로 "버킷이 비어있음(bucket empty)" 및 "버킷이 채워져 있

음(bucket full)"에 대한 조건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위와 같은 해결방법이 창작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이 가진 단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진다: 특별히 X.25

실행 환경에서, 높은 속도로 도달하는 승인되지 않은 패킷은 명백히 높은 속도의 대응패킷 재전송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

송 클래스 결합은 제안된 흐름 제어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키우씨 등에 의하여 발명되고 2002년 3월 28일에 공개번호 제 20020036984A1호로서 공개된 "패킷 네트워크에서 데이

터 전송 속도를 보장하고 전송 프로파일과의 일치성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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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anteeing data transfer rates and enforcing conformance with traffic profiles in a packet network)"라는 명칭으

로 미국에 출원된 선행 기술 문헌에는 흐름 당 두 개의 리키 버킷을 사용하는 전송 프로파일에 대한 일치 실행

(conformance enforcement)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방식 역시 창작성을 가진 것이지만, 두

개가 리키 버킷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으로 간주된다.

클라쿤트 등에 의하여 미국에서 "빠른 필터링 프로세서를 가진 기가비트 스위치(Gigabit Switch with Fast Filtering

Processor)"라는 명칭으로 출원되고 2002년 1월 31일에 공개 번호 제20020012585A1호로 공개된 선행 기술 문헌에는,

패킷의 스위칭에서 전송 형성 목적(traffic shaping purposes)을 위하여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을 경유하는 전송 컨텐트

트랙킹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이것도 창작성을 가진 것이지만, 패킷이 인-프로파일 상태(in-profile)인지 아웃-오브-

프로파일 상태(out-of profile)인지에 관한 복잡한 선행 결정이 토큰을 전통 방식의 리키 버킷으로부터 제거하고 추가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하드웨어 실행에 도움이 되는 실행에 기초하는 포트(port based implementation)가 사용자가 서명한 대역폭으로부터 충

분히 이익을 얻기 위한 서비스 제공 모델(services provisioning model)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이로 인하

여, 앞에서 언급한 제한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르면,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워크 노드의 간선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전달된 컨텐트 전송을 모니터링

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egress rate controller)가 제공된다. 상기 출구 속도 제어 장치는 패킷이 전송을 위한 수신 토

큰 속도(reception token rate)로 결합된 출력 버퍼에 수신됨에 따라 감소하는 초기 최대 값의 토큰을 가지는 리키 버킷을

포함한다.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레지스터(a plurality of token availability threshold level registers)가

토큰 이용가능 영역을 규정하는 해당하는 다수 개의 토큰의 양을 특정한다. 그리고, 패킷 전송 억제 장치(packet

transmission suppression controller)는 전송 클래스의 패킷의 전송 억제를 특정하는 토큰 이용가능 영역내에서 현재 토

큰 이용가능 레벨에 기초하여 전송 클래스 결합을 가지는 패킷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워크 노드의 간선 네트워크 노드에서 수신된 컨텐트 전송량을 모니

터링하는 입구 속도 제어 장치가 제공된다. 상기 입구 속도 제어 장치는 수신 토큰 속도로 수신된 패킷이 허용됨에 따라 감

소하는 초기 최대 값의 토큰을 가지는 리키 버킷을 포함한다.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레지스터가 토큰 이용

가능 영역을 규정하는 해당하는 다수 개의 토큰 양을 특정한다. 다수 개의 패킷 폐기 확률 레지스터(a plurality of packet

discard probability)가 존재하고, 각각의 패킷 폐기 확률 레지스터는 현재의 토큰 이용가능 레벨이 토큰 이용가능 영역 내

에 있는 경우에 특정한 전송 클래스의 패킷이 드롭될 확률을 특정한다. 그리고, 패킷 허용 제어 장치(packet acceptance

controller)는 전송 클래스의 패킷의 랜덤 패킷 폐기(random packet discard)를 특정하는 토큰 이용가능 영역 내에 있는

현재의 토큰 이용가능 레벨에 기초하여 전송 클래스 결합을 가지는 패킷을 선택적으로 임의로(randomly) 폐기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패킷 전송을 트랙킹하는 리키

버킷의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이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중 두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사이에 있

는 경우 특별한 전송 클래스의 패킷을 위한 패킷 전송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입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패킷을 트랙킹하는 리키 버킷

의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이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중 두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사이에 있는

경우 특정한 전송 클래스의 패킷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의 장점들은 전송 클래스 표준(a traffic class criteria)에 기초하여 전송 속도 메커니즘이 선택적으로 전송 속도를 제어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전송 흐름 방향에 대하여 단일의 리키 버킷과 결합된 다수 개의 임계값을 이용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을 참조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출구 속도 제어 장치(200)는 다음의 장치를 포함한다: 패킷 분류

모듈(packet classification module)(202), 억제 제어 장치(suppression controller)(204), 다수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지스터(multiple token availability threshold registers)(206), 버킷 크기 레지스터(bucket size register)(208) 및 현

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current token availability register)(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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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단일의 리키 버킷이 출력 포트(104)를 경유하여 전달되는 모든 컨텐트과 관련하

여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도록 각각의 출력 포트(104)에 대하여 사용된다. 버킷 크기 레지스터(208)는 출력 포트(104)

에서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할 경우 버킷에 할당된 최대 토큰 수를 나타내는 값 "b"를 보유한다.

각각의 토큰 크기에 의하여 곱해지는 경우 출구 속도 제어시 사용되는 리키 버킷의 크기 b는 기껏해야 출력 포트 버퍼

(212)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값 b는 외부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 및/또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

의 작동 개시 과정에서 특정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리키 버킷보다 더 큰 출력 포트 버퍼(112)를 사용함으로써, 하향회

선에 대한 패킷 전송은 패킷을 폐기하지 않고서 억제될 수 있다.

작동 개시 시점에서, 현재의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210)의 값은 b로 설정된다. 전송을 위해 패킷을 스케줄링하는데 있

어, 출력 포트(104)를 경유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패킷을 출력 포트 버퍼(112)에 저장한 후, 만약 출력 포트 버퍼(112) 내

에 패킷을 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큰의 수가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210)의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면,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210)의 값은 상기 토큰의 수 만큼 감소된다. 하향회선이 정지 상태에 있고 패킷이 출력 포트 버퍼

(112) 내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패킷은 출력 포트(104)를 경유하여 하향회선을 통하여 전달된다. 버킷 내에 있는 이용 가

능한 토큰이 주기적으로 채워짐에 따라,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210)의 값은 협의된 하향회선 속도 r로 증가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출구 속도 제어는, 패킷이 원격 소스로부터 전체 네

트워크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목적하는 사용자 노드(106)에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도록 패킷을 드롭핑하는 것은 통신 네트

워크(100)에서 대용량의 수송 오버헤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풍

부한 저장 공간(112)의 이용가능성을 가정하면, 출구 속도 제어는 드롭핑 패킷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패킷 포워딩 억제

(packet forwarding suppression)를 경유하여 가장 잘 실행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발생한다: 만약 패킷이 비교

적 긴 거리의 전송 과정(long haul transmission)에서 유지된다면,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저장 자원 이용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하향회선을 통하여 패킷을 곧바로 전송하지 않고 왜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부하가 걸리도록 만드느냐.

가능한 한 빨리 출력 버퍼(112)를 비우도록 하는 것은 저장 자원 이용 균형 관점에서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 협의되고 또한

지불된 것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것 또한 다른 사용자(106)에 대하여 준비된 서비스를 질적으로 저하시키면서

다른 사용자(106)에게 서비스하는 인접하는 하향회선 및 상향회선에서 누화현상(crosstalk)을 유발한다.

억제된 것은 패킷이 추후에 전달될 것이다라는 의도를 가지는 하향회선을 통한 패킷 전송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억제 제어 장치(204)는 스케줄 장치(scheduler)(212)에게 억제 신호(suppression signal)(214)를 제공할

것이다. 스케줄 장치(212)가 평균적으로 협의된 하향회선 서비스 속도 r로 출력 포트(104)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토큰이 평균적으로 협의된 하향회선 서비스 속도 r로 버킷에 추가된다.

N 임계값 레지스터(206)가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의 작동 개시 과정 동안 및/또는 재-구성에 의하여 리키 버킷 토큰 이

용가능 레벨 값으로 채워진다(populated).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상기 N 임계값 레지스터 값은 토큰 이

용가능 영역을 정의하며, 이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지원되는 패킷 전송 클래스와 관련하여 대역폭 이용에 대한

설계된 응답에 해당한다. 임계값 레지스터(206)의 값은 토큰을 이용하거나 버킷의 크기 b의 비율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

다. 실질적인 임계값 레지스터 값은 토큰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하여 지원되는 전송 클래스

의 수(number)가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설계 과정에서 알려짐에 따라, 디폴트 임계값 레지스터 값은 구성 오버헤드를 최

소화하는 배치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다.

패킷 분류 장치(packet classifier)(202)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하여 지원되는 M 전송 클래스에 따라 패킷을 분

류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예에 따르면, 출구 속도 제어는 특정 클래스 결합(specific class associativity)의 패킷과

관련하여 억제 제어 장치(204)에 의하여 실행되고, 이는 N 임계값 레지스터(206)의 값과 비교된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

스터(210)의 값에 기초한다.

두 개의 임계값 레지스터(N, 1) 실행을 따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합된 출구 속도 제어 동작이 제공된다:

현재 토큰 이용 가능성(Current token availability) 출구 제어 동작(Egress control behavior)

임계값(N) 토큰보다 더 큰 경우 모든 전송 허용

임계값(N)과 임계값(1) 사이의 토큰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진 전송 억제

임계값(1) 토큰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러나 충분한 토큰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진 전송을 제외한 모든 전송 억제

불충분하게 많은 토큰 모든 전송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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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하여 지원되는 전송 클래스의 수 M에 무관하다. 도 2는 포괄적인 실행과 관련된 세개의 예

시적인 출구 속도 제어 계획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단일한 리키 버킷과 관련하여 다수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이 사용되고, 제공된

출구 속도 제어는 버킷에서 토큰이 고갈됨에 따라 전송을 위한 보다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전송 클래스의 스케줄링을

선택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전달된 임의의 단일 패킷 클래스는 협의된 하향회선의 전체 대역폭 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적인 전송(aggregate traffic)이 협의된 대역폭 r보다 작은(또는 동일한) 경우를 요구하는 한

이용가능하다.

출력 포트 버퍼(112)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스케줄 장치(212)에 의하여 이용되는 스케줄링 알고리듬에 따라서, 전

송을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송 클래스 패킷을 스케줄링 하는 것의 일시적인 정지와 관련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본 발명의 개시 범위를 벗어나지만, 설계자/오퍼레이터가 특정한 스케줄링 실행에 대한 출구 속도 제어의

충격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패킷-이용-음성 실행(voice-over-

packet implementations)과 같은 엄격한 지연 범위(strict latency bounds)를 가진 실시간 전송은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접근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전송 클래스와 관련된 패킷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지연됨(억제

됨)으로써 그러한 이익이 얻어진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경우 전송 클래스 차별성(traffic class

differentiation)과 리키-버킷-형태 제어(leaky-bucket-type control)를 결합하는데 있어, 간단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서

로 다른 전송 클래스 결합을 가지는 패킷 사이에 명확한 차별성이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한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입구 속도 제어 장치(300)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패킷

분류 장치 모듈(302), 허용 제어 장치(304), 다수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지스터(306) 및 해당하는 다수의 폐기 확률

레지스터(316), 버킷 크기 레지스터(308), 및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310).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 형태에 따르면, 단일의 리키 버킷이 입력 포트(110)를 경유하여 전달된 모든 컨텐트과 관련하여

입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입력 포트(110)에 대하여 사용된다. 버킷 크기 레지스터(308)는 입력 포트

(110)에서 입구 속도 제어 실행 시 버킷에 할당된 토큰의 최대수를 나타내는 값 b를 보유한다.

각각의 토큰의 크기로 곱해지는 경우 입구 속도 제어시 사용되는 리키 버킷의 크기 b는 기껏해야 입력 포트 버퍼(114)의

크기와 같다는 데에 유의한다. 값 b는 외부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 및/또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의 작동 개시 과정

동안 특정한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리키 버킷보다 더 큰 용량을 가진 입력 포트 버퍼(112)를 사용함으로써, 슬랙(slack)

이 전달되는 패킷의 수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패킷 폐기 경우와 결합된 패킷 재-전송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서 상향회선을 통하여 패킷 입구 속도 제어의 실행을 마스크(mask)하기 위함이다.

동작 개시 시점에서,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310)의 값은 b로 설정된다. 입력 포트(110)를 경유하여 패킷을 수신하

는 경우, 만약 입력 포트 버퍼(114) 내에 패킷을 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큰의 수가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310)

의 값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진다면,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310)의 값은 상기 토큰의 수 만큼 감소된다. 입력 포트

(110)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스케줄 장치는 평균적으로 협의된 상향회선 서비스 속도 r로 입력 포트(110)

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되고, 이로 인하여 토큰이 평균적으로 협의된 상향회선 서비스 속도 r로 버킷에 추가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입구 속도 제어는,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로부터 단

지 단일 홉(single hop)을 통과하며, 이로 인하여 입구 속도 제어 실행 시에 패킷을 폐기하는 것은 통신 네트워크 내에서

단지 상대적으로 낮은 패킷 수송 오버헤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폐기된 패킷은 사용자 네트워크 노드(106)(또는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에 의하여 나중에 다시 전송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 네트워트 노드(106)는 전형적으로 재-전송되기 전에 미리 결정된 시간 주기동안 대

기한다. 큰 규모의 버스트가 발생하는 때에 상당한 양의 패킷을 폐기하는 것은 대기 시간 주기(wait time period)가 경과

한 후에 패킷의 후속 버스트에 의하여 이어지는 미리 결정된 대기 시간 주기 동안 전송을 위한 즉각적인 패킷 이용불가능

성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다. 슬랙을 전달되는 패킷 수에 제공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연 상태를 발생시키는 반면 미리 결정

된 대기 시간 주기 동안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완화시키지만, 후속 버스트를 방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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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패킷 전송 클래스를 선호하는 초기 패킷 폐기 규칙이

버킷 내에서 토큰이 고갈됨에 따라 입구 속도 제어의 실행 시에 사용된다.

N 임계값 레지스터(306)가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 작동 개시 시점 동안 및/또는 재-구성에 의하여 리키 버킷 토큰 이용

가능 레벨 값으로 채워진다(populated).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N 임게값 레지스터 값은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서

지원되는 패킷 전송 클래스와 관련하여 대역폭 이용에 대한 설계된 응답에 대응하는 토큰 이용가능 영역을 정의한다. 임계

값 레지스터(306)의 값은 토큰을 이용하거나 버킷의 크기 b의 비율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다. 실질적인 임계값 레지스터

값은 토큰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하여 지원되는 전송 클래스의 수가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설계 과정에서 알려짐에 따라, 디폴트 임계값 레지스터 값은 배치 도중 구성 을 최소화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N 폐기 확률 레지스터(316)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의 작동 개시 시점 동안 및/또는 재-구성에 의하여 토큰 이용가능

영역에 해당하는 폐기 확률 값으로 채워진다.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해 지원되는 전송 클래스의 수가 간선 네트워

크 노드의 설계시 알려짐에 따라, 디폴트 폐기 확률 레지스터 값이 구성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도록 배치 도중 제공될 수 있

다.

패킷 분류 장치(302)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하여 지원되는 M 전송 클래스에 따라 패킷을 분류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입구 속도 제어는 특정한 클래스 결합의 패킷과 관련하여 허용 제어 장치에 의하여 실행되며,

이는 N 임계값 레지스터(306)의 값과 비교된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지스터(310)의 값을 기초로 한다. 실질적인 특정한 전

송 클래스의 패킷은 대응폐기 확률 레지스터(316)에서 특정된 폐기 확률을 이용하여 임의로 폐기된다.

두 개의 임계값 레지스터(N, 1) 및 두 개의 폐기 확률 레지스터 실행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조합된 입구 속도 제어 행동이

제공된다:

현재 토큰 이용가능성(Current token availability) 입구 제어 행동(Ingress control behavior)

임계값(N) 토큰보다 더 큰 경우 모든 전송 허용함

임계값(N)과 임계값(1) 토큰 사이
해당하는 특정 확률을 이용하여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전송 클래스 패킷을 드롭(drop)함

임계값(1) 토큰보다 더 작은 경우, 그러나 충분한 토큰이 존재

모든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전송 클래스 패킷을 드롭

함.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전송 클래스 패킷은 드롭되지

않음.

해당하는 특정 확률을 이용하여 모든 다른 전송을 드롭함.

불충분하게 많은 토큰 모든 전송 드롭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에 의하여 지원된 전송 클래스 수 M에 무관하다. 도 3은 포괄적인 실행과 관련된 세 개의 예시적

인 입구 속도 제어를 도시한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입구 속도 제어 방법은, 심지어 서비스 제공자가 여분의 자원이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

우일지라도, 가장 높은 전송 우선 순위를 가지는 클래스 패킷에게 예약된 토큰 풀(reserved token pool)과 상당히 유사한

어떤 것을 제공한다. 확률적인 패킷 폐기의 임의성(randomness)은 추가적으로 TCP 실행을 향상시킨다.

패킷은 입구 속도 제어와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입구에서 드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력 포트(110)로부터 간선 네트워크

노드(102) 다운스트림(downstream) 내에서 패킷 저장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점. 패킷이 궁극적으로 포워드되지 않는 한,

토큰이 버킷으로부터 제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것은 허용 제어 신호(314)를 입력으로 취급할

패킷 폐기의 중앙 감시자(overseer)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버킷 내에 있는 토큰이 고갈됨에 따라 입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경우 임의의 패킷

폐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과 리키 버킷을 갖는 임의의 초기 폐기를 결합함으로써, TCP 전송을 위한

보다 유리한 여유 공간(back-off)이 상당한 규모의 패킷 버스트 상태가 발생하는 동안 보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르면, 리키 버킷 조절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접근 장치(108)의 입구에서 패킷 폐기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용자(106)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

자(106)에게 협의된 수준보다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아닌 수준의 대역폭을 보장하는 협정(Serv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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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 SLA)을 준수하는 경제적인 모델을 위하여 개발된 생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생산물은 서비스 제공자

의 네트워크(100)에 접근하는 다수의 사용자(106)에 의하여 사용되는 멀티드웰링 유니트(MultiDwelling Units : MDU)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서비스 지원 품질을 제공하는 패킷 네트워크 노드에서 입구 및 출구속도 제어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

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제시된 실시 예는 단지 예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당업자는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실시 형태에 대한 변

형 발명이 본 발명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범위는 단

지 첨부된 청구항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해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워크의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사용자 접근 포인트에서 속도 제어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패킷이 전송을 위한 수신 토큰 속도로 출력 버퍼에 수신됨에 따라 감소하는 초기 최대 수의 토큰을 가지는 리키 버킷;

b. 토큰 이용가능 영역을 규정하는 다수 개의 대응토큰 양을 특정하는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레지스터; 및

c. 전송 클래스의 패킷 전송 억제를 결정하는 토큰 이용가능 영역의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에 따라 관련 전송 클래스를

가지는 패킷의 전송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패킷 전송 억제 제어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스위치 통신 네트

워크 노드의 간선(edge)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전송된 컨텐트 전송을 모니터링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다수 개의 전송 클래스에 따라서 수신된 패킷을 분류하는 분류 장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패킷 전송 억제 제어 장치에 의하여 제공된 패킷 전송 억제 신호에 따라 패킷 전송 스케줄링을 지연시키는 스케줄 장

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리키 버킷에 할당된 토큰의 최대 수를 나타내는 값을 보유하는 버킷 크기 레지스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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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출력 버퍼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상기 토큰 내에 있는 상기 리키 버킷의 크기는 최대로 상기 출력 버퍼의 크기와 동일하

고, 패킷을 폐기하지 않고 패킷 전송의 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상기 리키 버킷보다 더 큰 출력 버퍼를 사용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출구 속도 제어 장치가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출력 포트와 결합되는 출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에서 청구된 출구 속도 제어 장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 노드.

청구항 8.

적어도 하나의 출력 포트와 결합된, 청구항 1에서 청구된 출구 속도 제어 장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네트워크 노드.

청구항 9.

a. 수신 토큰 속도로 수신된 패킷이 허용됨에 따라 감소하는 초기 최대 수의 토큰을 가지는 리키 버킷;

b. 토큰 이용가능 영역을 규정하는 다수 개의 대응토큰 양을 특정하는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레지스터;

c. 다수 개의 패킷 폐기 확률 레지스터 (여기에서, 각각의 패킷 폐기 확률 레지스터는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이 토큰 이용

가능 영역 내에 있는 경우 특정한 전송 클래스의 패킷이 드롭되는 확률을 특정한다); 및

d. 전송 클래스의 패킷의 임의(random) 패킷 폐기를 특정하는 토큰 이용가능 영역 내의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에 따라

관련 전송 클래스를 가지는 패킷을 선택적으로 임의로 폐기하는 패킷 허용 제어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스

위치 통신 네트워크 노드의 간선 네트워크 노드에서 수신된 컨텐트 전송을 모니터링하는 입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10.

청구항 9에 있어서,

다수 개의 전송 클래스에 따라 수신된 패킷을 분류하는 분류 장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입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11.

청구항 9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644445

- 10 -



상기 리키 버킷에 할당된 토큰의 최대 수를 나타내는 값을 보유하는 버킷 크기 레지스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입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12.

청구항 9에 있어서,

입력 버퍼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토큰 내에 있는 상기 리키 버킷의 크기는 최대로 상기 입력 버퍼의 크기와 동일하고, 실

행된 입구 속도 제어 효과를 마스크 하기 위하여 전송을 위해 이용가능한 패킷의 수에 슬랙을 제공하는 상기 리키 버킷보

다 더 큰 입력 버퍼를 사용하는 입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13.

청구항 9에 있어서,

상기 입구 속도 제어 장치는 간선 네트워크 노드의 입력 포트와 결합되는 입구 속도 제어 장치.

청구항 14.

청구항 9에서 청구된 적어도 하나의 입구 속도 제어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 노드.

청구항 15.

적어도 하나의 입력 포트와 결합된, 청구항 9에서 청구된 적어도 하나의 입력 속도 제어 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 노드.

청구항 16.

패킷 전송을 트랙킹하는 리키 버킷의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이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중 두 개의 토큰 이

용가능 임계값 레벨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전송 클래스의 패킷을 위한 패킷 전송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계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17.

청구항 16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패킷 전송을 억제하고, 추가적으로 패킷 전송 스케줄링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

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18.

청구항 17에 있어서,

전송을 위하여 패킷을 다시 스케줄링(rescheduling)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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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청구항 16에 있어서,

다수 개의 전송 클래스에 따라서 패킷을 분류하는 선행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0.

청구항 16에 있어서,

a. 패킷의 크기에 해당하는 다수 개의 토큰이 상기 리키 버킷 내에서 이용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b. 상기 리키 버킷 내에 불충분하게 많은 이용가능한 토큰이 존재한다면 패킷 전송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계를 추가적

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1.

청구항 20에 있어서,

패킷 전송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추가적으로 패킷 전송 스케줄링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

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2.

청구항 21에 있어서,

출력 버퍼 내에 패킷을 저장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3.

청구항 21에 있어서,

전송을 위한 패킷을 다시 스케줄링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출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4.

패킷을 트랙킹하는 리키 버킷의 현재 토큰 이용가능 레벨이 다수 개의 토큰 이용가능 임계값 레벨 중 두 개의 토큰 이용가

능 임계값 레벨의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특정한 전송 클래스의 패킷을 임의로 선택적으로 폐기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입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5.

청구항 24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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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패킷을 폐기하고, 대응폐기 확률에 따라 패킷을 임의로 폐기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입구 속도 제어를 실

행하는 방법.

청구항 26.

청구항 24에 있어서,

다수 개의 전송 클래스에 따라서 패킷을 분류하는 선행 단계를 포함하는 입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청구항 27.

청구항 24에 있어서,

a. 패킷의 크기에 해당하는 다수 개의 토큰이 상기의 리키 버킷 내에서 이용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b. 만약 상기의 리키 버킷 내에 불충분하게 많은 이용가능한 토큰이 존재하는 경우 패킷을 선택적으로 폐기하는 단계를 추

가적으로 포함하는 입구 속도 제어를 실행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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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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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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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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