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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혼잡 제어를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방법 및 장치들이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다. 기술들은 혼잡 네트워
크 노드에서 트래픽 흐름을 특징짓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는 상기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 쪽으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소거 메시지들과 같은 다양한 지시들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소거 메시지들은 선택적
으로 혼잡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지시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들로 분배된다. 상기 다른 네트
워크 노드들은 지시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상기 혼잡한 노드 쪽으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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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많은 종래의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은 네트워크 노드에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패킷 드랍핑을 이용한다. 한 실시예에
서, IP 기반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노드는 그의 출력 밴드위스를 초과하는 비율에서 다중 소스들로부터 입력 데이터
를 수신한다. 종래의 구현에서, 선택된 패킷들은 할당된 출력 할당된 출력 밴드위스 이내에서 남아 있는 패킷들의 전
송을 허용하기 위해 드랍된다. 패킷들은 다양한 선택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또는 무작위로 드랍될 수 있다. 상기 드랍
된 패킷들은 TCP와 같은 더 높은 레벨 프로토콜의 제어 하에서 궁극적으로 재전송된다.
방화 채널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패킷 드랍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방화 채널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들은 end-to-end 그리고 buffer-to-buffer 흐름 제어 체계를 구현한다. end-to-end 그리고 buffer-t
o-buffer 흐름 제어 체계는 제 2 네트워크 노드가 프레임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제 2 네트워크 노드는 특히 제 1
네트워크 노드로 신뢰를 줌으로써 프레임을 수신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프레임들이 전송될 때, 신뢰가
사용된다. 어떠한 신뢰도 남아 있지 않을 때, 상기 제 1 네트워크 노드는 상기 제 2 네트워크 노드로 더 이상 전송할
수 없다. 그러나 end-to-end 그리고 buffer-to-buffer 흐름 제어 체계는 특정 링크에 따른 모든 트래픽의 체계 블락
과 같이,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매우 거친 기술만을 제공한다. 그러한 블락킹은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다른 링크로 빠르게 업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링크들의 일부는 본질적으로 혼잡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
경로를 위한 통로로서 역할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네트워크 경로의 한 링크에서 혼잡은 파이버 채널 토폴로지의 훨씬
더 넓은 부분에 대한 블락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상기 end-to-end 신뢰 체계는 수신 노드에서 버퍼의 이용성을 고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변화를
위해 다시 반응하지 않으며, 그 결과 네트워크상에서 혼잡 그리고 블락킹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 위에, 상기 end
-to-end 신뢰 체계는 특히 Class 2 트래픽을 교환하는 엔드 노드들 간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양 end-to-end 그
리고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는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흐름을 최적화하거나 또는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된 수행 제한들 모두 또는 일부와 관하여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상의 네트워크 노드들에
서 혼잡 제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경기술
방법과 장치들이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해 제공된다. 기술들이 혼잡한 네트
워크 노드에서 트래픽 흐름을 특징짓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는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 쪽으로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소거(quench)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지시들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소거 메시지들은 혼잡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지시들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로 분배된다. 다른 네트워크
노들들은 상기 혼잡한 노드 쪽으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거나 지시를 해석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의 제어를 위한 방법이 제공되었다. 소스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필
드를 지니는 프레임과 목적지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 필드가 수신되고,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상기
소스 노드 간의 첫 번째 매개적 스위치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로 전송되어 왔다.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트래픽
흐름이 특징지어진다. 제 1 지시는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스
위치로부터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까지 전송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 1 그리고 제 2 매개적 노드들을 통해 제 1 그리고 제 2 엔드(end) 노드들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되었다. 상기 제 1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그리고 상기 제 2 엔드 노드에 대응
하는 목적지 식별자를 지니는 제 1 프레임이 전송되었다. 상기 프레임이 상기 제 1 매개적 노드 그리고 상기 제 2 엔
드 노드 간의 제 2 매개적 노드로 제 1 매개적 노드에서 전송되었다. 제 2 프레임은 상기 제 2 매개적 노드로부터 수
신된다. 상기 제 2 프레임은 상기 제 2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그리고 상기 제 1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목
적지 식별자를 지닌다. 상기 제 2 프레임은 상기 제 1 엔드 노드로부터 상기 제 2 엔드 노드까지 현재 허용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시들을 포함한다. 상기 제 1 엔드 노드로부터 상기 제 2 엔드 노드까지 현재 허용된 비율 은 상기 제
2 프레임을 수신하는 것에 기초하여 조절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가 제공된다. 상기 스위치
는 제 1 외부 노드에 결합하기 위한 제 1 포트, 제 2 외부 노드에 결합하기 위한 제 2 포트, 상기 제 1 외부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제 1 포트와 관련된 제 1 대기열(queue), 상기 제 1 대기열은 상기 제 2 포트를 통해 전송하
기 위한 데이터를 잡기 위한 제 2 부분 그리고 제 1 부분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를 잡기 위한 제 1 부분을 포함
하고, 그리고 상기 제 1 대기열에 결합된 필터, 상기 제 1 대기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되기 위해 구현된 필터를 포함
하고 그리고 상기 데이터의 전송이 상기 제 2 외부 노드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지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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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당해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기술들 또는 방법들을 구현하기 위해 제공된 프로
그램 지시들 상의 기계-판독형 미디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품에 속한다. 당해 발명의 방법은, 전체 또는 부
분으로, 기계-판독형 미디어와 같은 곳에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시들을 표현한다. 게다가, 당해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는 것과 같이 사용되거나 그리고/또는 발생되는 데이터의 배열 그리고 다양한 조합에 속한다. 예를 들어, 여기
서 설명되는 포맷을 지니고 적합한 미디어 상에서 제공되는 소거 프레임들은 당해 발명의 부분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당해 발명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도 2 는 블락킹의 헤드 오프라인(head-of-line)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다.
도 3 은 혼잡 검출의 한 실시예를 구현할 수 있는 스위치의 다이어그램 식 표현이다.
도 4는 버퍼 레벨을 기초로 하여 얼마나 자주 소거 메시지들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다.
도 5는 스위치 감지 혼잡을 보이는 프로세스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소거 메시지 발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기열 레벨들의 그래픽 표현이다.
도 7은 발생될 수 있는 모서리 소거 또는 경로 소거 메시지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8은 모서리 소거 또는 경로 소거 메시지의 전송 그리고 발생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도 9 는 혼잡 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0 은 제어 혼잡을 구현할 수 있는 혼합된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 표현이다.
도 11 은 소거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도 12 는 소거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에 기초한 혼잡 제어의 하나의 가능한 구현을 구현할 수 있는 스위치의 다이어그
램 표현이다.
도 13 은 수신된 모서리 소거 그리고 경로 소거 메시지들에 기초하여 변하는 허용된 비율의 그래픽 표현이다.
도 14 는 혼잡 제어의 구현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당해 발명은 네트워크에서 혼잡을 제어하는 것에 관련된다. 보다 상세히, 당해 발명은 상기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에서 다른 네트워크 노드까지 소거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위한 방
법 및 장치에 관련한 것이다.
당해 발명의 일부 특정 실시예에 대한 상세 점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고, 이는 당해 발명을 수행하기 위한 발
명자들에 의해 숙고되는 최상 모드들을 포함한다. 특정 실시예들의 예는 첨부되는 도면에서 설명된다. 당해 발명이
이러한 특정 실시예들과 관련하여 설명되는 동안, 설명된 실시예로 당해 발명을 제한할 의도는 없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해 발명의 기술들은 저장장치 지역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파이버 채널의 내용에서 설명될 것이다. 그
러나 주의할 것은 당해 발명의 기술들은 다양한 다른 프로토콜들과 네트워크들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당해 발명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해결책들은 비-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기술들
은, 당해 발명의 기술들이 IP 네트워크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다른 네트워크들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킷
드랍핑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의 설명에서, 다수의 특정 설명들이 당해 발명의
이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설명되었다. 당해 발명은 이러한 상세한 설명의 모두 또는 일부에 관계없이 실행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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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프로세스 작동들은 당해 발명을 불필요하게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
다.

실시예
방법 및 장치들이 네트워크 노드에서 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공되었다. 네트워크에서 상기 혼잡은 데이터의 다양
한 타입들을 전송함에 있어 지연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화이어 채널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노드는 특히 위험하다. 왜
냐하면 캐스케이드 혼잡 그리고 헤드-오프-라인 블락킹과 같은 효과들이, 아래에 설명된, 네트워크 쪽으로 설명될 것
이다. 결과적으로, 기술들이 네트워크 노드에서 혼잡을 특징화하고 검출하기 위해 제공된다. 상기 혼잡된 네트워크 노
드 쪽으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다른 타입들의 지시들이 네트워크 노드에서 혼잡을 특징짓기 위한 정보와 함
께 발생되고 전송된다. 지시들을 수신하는 일부 다른 네트워크 노드들은 상기 혼잡한 네트워크 노드 쪽으로 선택적으
로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지시들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다.
도 1 은 당해 발명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당해 발명의 기술들이 저장장치 지역
네트워크에서 파이버 채널의 내용에서 설명될 것임에도, 위에서 언급된 바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당해 발명의 기술
은 다양한 지역적 그리고 넓은 지역 네트워크들을 포함하는 다수의 내용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기술
들이 단일 네트워크 노드가 다중 흐름 또는 패스들을 위한 혼잡의 지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곳에서 네트워크 내에
적용될 수 있다. 도 1 은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저장장치 지역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스위치(101)는 호스
트(111) 그리고 저장장치(121)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치들(103,105)에 연결된다. 한 실시예에서, 호스트(
111)는 저장장치(121)가 단일 디스크 또는 독립적 디스크의 중복 배열(RAID)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연결된 스위
치들(103,105)은 둘 다 스위치(107)에 연결된다. 스위치(107)는 호스트(103)에 연결되고 그리고 스위치(103)는 저
장장치(123)에 연결된다. 스위치(109)는 호스트(115), 스위치(107), 디스크 배열(153), 그리고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
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는 외부 네트워크(151)에 연결된다. 네트워크(151)에 액세스하기 위한 호스트(111)를 위해, 다
수의 패스들이 사용된다. 하나의 패스는 다른 패스들이 스위치(105)를 통과하는 동안, 스위치(103)를 통과한다. 그러
나 스위치(109)에서 혼잡은 호스트(111) 그리고 네트워크(151) 간에서 통신을 늦출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래의 IP 네트워크에서 스위치 또는 라우터가 혼잡할 때, 패킷들은 드랍된다. 패킷들은 어
느 정도의 정보와 함께 선택적 또는 임의적으로 드랍된다. 패킷들이 드랍됨으로써, 다량의 밴드위스를 소모하는 흐름
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양의 밴드위스를 사용하고 있는 흐름을 드랍하는 더 많은 패킷들을 지닐 것이다. 혼잡한 스위
치 또는 라우터를 통한 흐름 비율들이 패킷들의 드랍과 함께 감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패킷들은 네트워크(151)로
스위치(109)를 통과할 것이다. 스위치(103,105)에서 혼잡은 스위치(107) 또는 스위치(109)에서 혼잡 때문에 소개되
지 않는다.
파이버 채널은, 그러나, 패킷들의 드랍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더 많은 프레임들을 수신하기 위해 네트워크(151)의
불가능 또는 실패와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스위치(109)가 혼잡할 때,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는 스위치(107)
로부터 스위치(109)까지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특정 구현에서, 스위치(109)는 미리 지정된 다수의
신뢰들을 스위치(107)로 할당한다. 항상 상기 스위치(107)는 프레임에서 스위치(109)로 전송하고, 신뢰들이 이용된
다. 스위치(109)는 그 후 상기 스위치(109)가 이용 가능한 버퍼들을 지닐 때 스위치(107)로 부가적인 신뢰들을 할당
할 수 있다. 스위치(107)가 신뢰들을 다 썼을 때, 더 이상 스위치(109)로 전송할 수 없다. 더 많은 프레임들을 수신하
기 위해 네트워크(151)의 불가능 또는 실패 때문에, 스위치(109)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위치(107)는 네트워크(151)로
전송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네트워크가 한 실시예에서 혼잡의 정도로서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시예에서,
디스크 배열(153) 또는 호스트(115)는 혼잡의 소스가 된다.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는 스위치(109)로 트래픽 흐름을 감소하기 위한 매우 거친 방법이다. 상기 신뢰 체계는
스위치(107)로부터 스위치(109)까지 전송으로부터 트래픽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호스트(115) 그리고 그의 관련 링
크가 스위치(109)로부터 부가적 프레임들을 수신하기 위한 대역폭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호스트(115)로 스위치(107)
로부터 스위치(109)까지 트래픽을 방지한다. 상기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는 호스트(115)와 같은 혼잡하기 않은
목적지로 트래픽 전송의 블락킹을 초래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호스트(111)는 혼잡한 네트워크(151)와 함께 통신
할 수 있다. 네트워크(151)에서 혼잡 때문에, 스위치는 호스트로부터 다 수의 프레임들을 대기열에 넣고, 그리고 결과
적으로 스위치가 상기 프레임들이 호스트(111) 또는 호스트(113)으로부터 인지에 따라 더 이상의 프레임들의 전송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를 이용한다.
호스트(113)는, 반면, 일부의 프레임들을 호스트(115)로 전송하기 위해 시도하는 노력만을 한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혼잡은 스위치(109)가 스위치(107) 그리고 스위치(109) 간에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어떠한 프레임들도 혼잡의 진짜 지점이 네트워크(151)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107)와 스위
치(109)를 연결하는 상기 링크를 통해 호스트(113)로부터 호스트(115)까지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레임들은 더
이상 호스트(115) 또는 네트워크(151)로 네트워크(151) 또는 디스크 배열(153) 내의 혼잡 때문에 전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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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어 3 패킷 구조를 포함하는 레이어 2 구조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레임들 그리고
패킷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네트워크 전송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환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여기서 혼잡의 지점
이 네트워크(151)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고된 혼잡의 지점은 스위치(109)에 연결된 디스크 배열(153) 또는 호스트
(115)가 될 수 있다.
스위치(107)가 더 이상 스위치(109)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107)는 스위치들(103,105)을 지닌 동
일한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를 구현하여야 한다. 스위치들(103,105)이 더 이상 스위치(107)로 전송할 수 없을
때, 스위치들(103,105)은 스위치(101)를 지닌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를 구현해야만 한 다. 혼잡은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캐스케이드 할 수 있다. 상기 캐스케이드 혼잡 현상은 혼잡 스프레딩(spreading)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도 2 는 헤드-오프-라인 블락킹을 표시하는 단순화된 네트워크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도 2에서, 소스 노드(211)
는 스위치(201, 203)를 통해 목적지 노드(217)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목적지 노드들(217,219)과
마찬가지로 소스 노드들(211,213)은 스위치들, 호스트들, 외부 네트워크들, 또는 디스크들과 같은 엔트리가 될 수 있
다. 한 실시예에서, 링크들(221,223,229) 각각은 초당 10바이트에서 전송을 허용한다. 링크(227)는, 그러나, 단지 초
당 한 바이트에서 전송을 허용한다. 소스 노드(211) 그리고 소스 노드(213)가 초당 10바이트에서 각각의 목적지(217
,219)로 전송하는 경우, 혼잡은 링크(227)가 단지 초당 한 바이트에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203)에서 초래
될 수 있다. 소스 노드(211)로부터 패킷들 또는 프레임들은 스위치(203)에서 축적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위치(203)는
충분한 속도에서는 목적지(217)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치(203)는 링크(225)와 관련된 분할된 메모리(231)
를 지닌다. 스위치(201)는 각각 링크(221,223)와 관련된 분할된 메모리(223) 그리고 분할된 메모리(235)를 지닌다.
각 스위치의 혼잡 특징 그리고 분할된 메모리상에서 더 상세한 것은 아래의 도 3과 관련하여 제공될 것이다.
분할된 메모리 구현에서, 스위치(203)는 링크(225)로부터 모든 트래픽 발생을 위해 분할된 메모리(231)를 지닌다. 이
분할된 메모리(231)는 목적지 노드(217) 또는 목적지 노드(219)를 위해 정해지는 프레임들과 패킷들을 포함할 수 있
다. 목 적지 노드(217)를 위해 정해진 프레임들 또는 패킷들이 스위치(203)와 관련된 상기 분할된 메모리를 채우는
경우, 목적지 노드(217) 또는 목적지 노드(219)를 위해 정해진 프레임들은 더 이상 스위치(203)에서 받아들일 수 없
다. 스위치(203)는 그 때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부가적 들어오는 트래픽을 막을 수 있다. 상기
buffer-to-buffer 신뢰 체계는 소스(211)로부터 목적지(217)까지 혼잡한 패스를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소스(213)로
부터 목적지(219)까지 원래의 혼잡하지 않은 경로를 따라서 전송을 느리게 한다. 느려진 전송의 결과로서, 링크(225)
상의 대역폭이 심지어 노드(213,219)간에서 트래픽을 전송하기에 더 적합함에도, 노드(213)는 노드(219)로 단지 1
바이트 초만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 발명의 기술들은 혼잡을 검출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른 트래픽 흐름을 허용하는 것을 지속하는 동
안 혼잡한 패스를 따른 흐름에서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시들을 발생한다. 당해 발명의 상기 기술들은 목적지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트래픽을 막는 표준 buffer-to-buffer 신뢰 체계의 기원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무분별한
블락킹은 파이버 채널 표준 존재가 변함으로써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라인
들은 다른 라인들이 초당 2 또는 10 기가비트를 처리하도록 설정되는 동안 초당 1기가비트를 처리하도록 설정된다.
도 3 은 buffer-to-buffer 신뢰 체계와 마찬가지로 당해 발명의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스위치의 다이어그램 표현
이다. 스위치(301)는 외부 노드(351,353,355,357)로 연결된다. 상기 스위치(301)는 각 스위치 포트와 관련된 분할
된 메모리의 버퍼(303)를 포함한다. 버퍼(303)는 외부 노드9351)과 연관된다. 외부 노드들(353,355,357)과 연관된
버퍼들은 명확성을 위해 도시하지 않는다. 상기 버퍼(303)는 외부 노드들(353,355,357)을 위해 지정된 트래픽, 그리
고 외부 노드(351)로 루프 백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
특정 구현에서, 다양한 외부 노드들을 위해 지정된 프레임들은 동일한 버퍼(303) 내에 모두 배치된다. 결과적으로, 스
위치(301)가 외부 노드(353)와 같은 특정 노드를 위해 지정된 다량의 프레임들을 수신할 때, 외부 노드와 연관된 프
레임들은 전체 버퍼(303)를 소비할 수 있다. 상기 버퍼(303)가 채워졌을 때, 외부 노드(351)로부터 부가적 트래픽은
차단된다. 왜냐하면 상기 스위치(301)는 외부 노드(351)로 부가적 신뢰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노드(353)를
위해 지정된 트래픽은 다른 혼잡하지 않은 외부 노드들을 위해 지정된 트래픽을 따라 차단된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버퍼(303) 내에 저장된 프레임들은 프레임 서술자 대기열(311-347)에서 포인터들에 의해 기
준 된다. 각 프레임 서술자는 프레임이 상기 버퍼(303) 내에 저장된 곳에서 확인되는 포인터 또는 기준을 포함한다.
분할된 버퍼로의 포인터들 또는 기준들은 여기서 서술자로서 언급된다. 서술자들은 또한 프레임 우선권과 같은 다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중재인(305)은 원탁회의(round-robin)식 방법을 이용하는 프레임을 선택한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외부 노드(353)로 지정된 프레임이 선택된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외부 노드(355)로 지정된 프레임이 선택된다. 보다
상세히, 상기 중재인(305)은 먼저 외부 노드(353)를 위해 지정된 서술자(311)와 관련된 높은 우선순위 프레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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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그 후 외부 노드(355)를 위해 지정된 서술자(321)와 관련된 높은 순위 프레임을 선택하며, 그 다음 외부 노드
(357)를 위해 지정된 서술자(331)와 관련된 높은 순위 프레임을 선택하는 등이다. 프레임을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이
당업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기초하여 할당된 버퍼들을 지니는 대기
시스템은 가상 출력 대기(VOQ)로서 언급될 수 있다. VOQ 는 Tamir Y. Frazier G. 의' High Performance multi-qu
eue buffers for VLSI communications switches', Proc. Of 15th Ann. Symp. On Comp. Arch., pp 343-354, Jun
e 1988 에서 더 상세히 설명된다. 이는 모든 목적을 위한 기준에 의해 통합되는 전체이다.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특정 외부 노드와 관련된 분할된 버퍼 공간이 특정 목적지를 위해 정해진 트래픽에 따라 채워져 갈 때, 그 특정 외부
노드로부터 목적지를 향해 지정된 모든 트래픽이 차단된다. 이것은 심지어 이전의 혼잡하지 않은 목적지들로 흐름으
로부터 트래픽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캐스케이딩 혼잡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흐름상의 혼잡을 특
히 경감하고 그리고 감지하기 위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개의 노드들 간의 특정 특징들을 지닌 트
래픽을 확인하는 추상개념이 여기서는 흐름(flow)으로서 간주된다. 한 실시예에서, 흐름은 소스 식별자, 목적지 식별
자, 우선순위, 클래스, 그리고 교환 식별자로서 언급된다. 다른 특징들이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흐름은
소스 그리고 목적지 식별자에 의해서만 단지 언급된다는 점이다.
도 4는 혼잡 검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테이블이다. 도 4는 혼잡을 경갑하 기 위한 지시가 발생하여야 할 때를 표시
하는 값을 지닌 테이블을 보여준다. 혼잡을 경갑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혼잡한 네트워크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전송
되는 메시지들과 지시들은 여기서 소거 메시지로서 간주된다.
테이블(401)에서 칼럼(403)은 소거 메시지들을 발생하는 스위치의 버퍼 레벨을 보인다. 상기 버퍼 레벨 칼럼(403)은
소거 메시지 발생 간에 수신되는 다수의 수신된 프레임들을 보여준다. 열(411)은 패킷들을 유지 할 수 있는 버퍼 내의
다수의 패킷들이 0과 10 사이일 때를 표시하고, 어떠한 소거 메시지들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수의 패킷들이 11에서 1
5 사이일 때, 하나의 소거 메시지가 매 260 프레임마다 발생된다. 큐 내의 다수의 패킷들이 112 그리고 127 간일 때,
하나의 소거 메시지가 6개의 프레임들이 진행된 이후에 발생된다. 소거 메시지 발생 간의 인터벌을 결정하기 위한 하
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X = 512 패킷들의 버퍼 용량에 기초한 패킷에서 버퍼 레벨
N = 소거 메시지 발생 간의 인터벌
IF X/16>= 8, then N=4,
else N= 4+2∧(8-(X/16)).
당업자들에 의해 이해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다른 공식들이 사용될 수 있다. 방정식들은 서비스 변수들의 네트워크
퀄리티 또는 버퍼 용량에 기초하여 변할 수 있다.
도 4에서 보이는 테이블은 소거 메시지들을 발생할 때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 기술들을 제공한다. 유의할 것은 다양
한 다른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 한 실시예에서, 각 버퍼 레벨은 소거 메시지 발생의 확률과 연관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상기 버퍼 레벨이 80%에 도달할 때, 소거 메시지가 프레임의 수령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70% 확률이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50%의 능력에 도달할 때, 소거 메시지가 프레임의 수령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10%의 확률이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10%의 용량일 때, 소거 메시지가 프레임의 수령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0.01 % 확률이 있다.
결정론적 기술들은, 그러나, 비결정적 기술들에 대해 다수의 이점들을 제공한다. 특히, 결정론적 기술들은 소거 메시
지의 파열의 발생을 방지한다. 랜덤 확률 함수를 이용하여, 다수의 소거 메시지들은 상기 임의적 다수의 발생기의 특
징에 기초하여 가까운 근접성 내에서 발생된다. 일련의 소거 메시지들은 고쳐지지 않은 혼잡을 초래하는 파열들 간의
지체동안 트래픽의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지닌다. 결정론적 기술들은 덜 파열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비결
정적 기술들은 소거 메시지 파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 많은 복잡 제어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테이블들과 많은 다른 값들은 소거 메시지들의 전송을 위한 주파수들과 인터벌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테이블 값들을 세팅하기 위한 요소들은 네트워크 크기, 다수의 출력 포트들, 버퍼 크기, 그리고 지연의 내성을 포
함할 수 있다. 소거 메시지들은 트래픽이 더 느려질 때보다 덜 자주 발생될 수 있는 동안 트래픽의 성질은 파열적일 때
더 자주 발생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소거 메시지들을 발생하기 위한 주파수 그리고 인터벌 등은 버퍼 크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버퍼 크기에서 변화 또는 버퍼 크기 내의 변화의 미분 값에 의존한다. 상기 버퍼 레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우, 소거 메시지들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버퍼 레벨이 충분히 빠른 비율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우, 일련의 소거 메시지들은 즉각 발생된다.
도 5는 혼잡을 감지하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501에서, 하나의 프레임은 업스트
림 외부 노드로부터 수신된다. 503에서, 상기 프레임은 특정 외부 노드와 관련된 버퍼에서 수정한 큐 쪽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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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류기 로직은 목적지 포트, 우선순위, 그리고 정확한 큐 내의 프레임을 배치하기 위한 소스와 목적지 어드레스들
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 505에서, 특정 외부 노드와 관련된 버퍼의 레벨이 결정된다.
버퍼 레벨 결정을 이용하여, 도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하나의 데이터 구조는 507에서 전송되는 소거 메시지들 간의
프레임 구간을 찾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소거 메시지들은 N 프레임들이 수신된 이후에 전송된다.
즉, 스위치는 소거 메시지들을 업스트림 외부 노드로 전송하기 전에 상기 업스트림 외부 노드로부터 다양한 외부 노
드들까지 N 개의 프레임들을 내보낸다. 509에서, 마지막 소거 메시지들이 발생된 이래로 N 개의 프레임들 이상이 보
내졌는지가 결정 된다. 상기 N 프레임 구간들이 경과된 경우, 511에서 상기 버퍼 레벨이 로우(low) 스레쉬홀드 이하
인지가 결정된다. 상기 버퍼 레벨이 로우 스레쉬홀드 이하인 경우, 어떠한 소거 메시지도 발생하지 않고, 상기 프레임
은 513에서 스케줄링을 전송하기 위해 대기열에 넣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소거 메시지는 515에서 발생된다. 상기 소
거 메시지는 상기 업스트림 외부 노드 쪽으로 보내진다. 상기 업스트림 외부 노드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
내에서 상기 목적지 식별자에 의해 표시되는 것과 같은 목적지 노드 쪽으로 스케줄링을 전송하기 위해 대기열에 넣어
진다.
유의할 것은 언제 소거 메사지가 발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숙고해야 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
거 메시지들은 주기적 시간 구간들에서 발생될 수 있다. 즉, 소거 메시지들은 특정 구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다. 상
기 주기적 시간 구간들은 미리 지정되거나 또는 동적으로 세트될 수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은 또한 어떠한 소거 메시지
들이 발생되는지 간의 시간 구간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높을 때, 소거 메시지들은 더
작은 시간 인터벌을 지니고 더 자주 발생될 수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낮을 때, 더 큰 시간 구간은 소거 메시지들이 발
생되기 전에 경과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소거 메시지들은 동일한 흐름과 관련된 다수의 프레임들이 버퍼의 특정
세트 부분을 초과할 때 발생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버퍼의 50% 이상이 동일한 소스 그리고 목적지 쌍과 관련하여
프레임들로 채워질 때, 소거 메시지는 발생되고 상기 소스 노드 쪽으로 전송된다. 여전히 또 다른 실시예에서, 소거
메시지들은 작은 시간 구간에서 소스 노드로부터 다수의 프레임들의 수령에 임의적으로 기초하여 발생될 수 있다.
버퍼에서 프레임들의 특징과 버퍼를 분석함으로써, 소거 메시지들은 필요로 하는 기초에 따라 발생되고 그리고 특정
흐름 쪽으로 향할 수 있다. 소거 메시지들은 또한 특정 흐름을 위한 서비스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퍼의 특정 퍼센트는 중요한 외부 노드로부터 우선순위의 트래픽을 위한 프 레임들을 수신하기 위해 예
약될 수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상기 예약된 레벨에 접근할 때, 소거 메시지들은 우선순위 트래픽과 관련되지 않은
다양한 흐름으로 전송되고 발생될 수 있거나 또는 소거 메시지들은 발생되고 중요하지 않은 외부 노드로 전송될 수
있다. 우선순위 트래픽이 상기 중요한 외부 노드로부터 수신될 때, 어떠한 소거 메시지들도 상기 버퍼 레벨이 거의 완
전히 채워질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기 예약된 버퍼 부분들은 다중 외부 노드들을 위한 다중 흐름을 위해 할당
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4개의 외부 노드들의 각각으로 출력 버퍼의 25%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거 메시지
들은 하나의 특정 외부 노드와 연관된 버퍼의 부분이 35%를 초과할 때 또는 상기 전체 버퍼 레벨이 80%를 초과할 때
에 발생될 수 있다. 소거 메시지들은 그 후 상기 버퍼 레벨이 85 또는 90%를 초과할 때 더 자주 발생될 수 있다. 서비
스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들이 소거 메시지들의 발생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분석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버퍼 레벨들의 특징은 또한 소거 메시지들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심지어 더 정확한 혼잡 제어는 다른 소거 메시지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각각의 소거 메시지에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도 6은 버퍼 또는 대기 레벨들에 기초한 혼잡된 스위치에서 다양한 소거 메시지들의 발생을 설명하는
그래픽 표현이다. 상기 버퍼 레벨이 하이(high) 스레쉬홀드(607)를 초과할 때, 패스 소거는 발생될 수 있다. 패스 소거
가 상기 혼잡한 스위치로 특정 흐름과 관련되는 트래픽 전송을 즉각 멈추기 위해 상기 소스 노드 그리고 상기 혼잡한
스위치 간의 모든 스위치들을 초과할 수 있다. 패스 소거는 상기 혼잡한 스위치에서 상기 버퍼 레 벨이 용량 가까이
이고, 즉각적 트래픽 감소가 신뢰와 buffer-to buffer 신뢰 체계의 고갈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 사용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하이 스레쉬홀드는 버퍼 크기의 90%에서 세트된다.
상기 버퍼 레벨이 하이 스레쉬홀드(607) 그리고 로우 스레쉬홀드(603)간 일 때, 모서리 소거 메시지는 상기 혼잡한
스위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상기 모서리 소거는 상기 혼잡한 스위치 쪽으로 트래픽 흐름을 감소하기 위해 상기 소
스 노드에 가장 가까운 혼잡 제어 스위치를 지시한다. 트래픽 흐름을 감소하기 위해 다른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지시
들을 인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노드들은 여기서 혼잡 제어 스위치들로서 언급된다. 컷 오프 스레쉬홀드(601)는 또한
소거 메시지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소거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혼잡 제거 그리고 다른
트래픽의 늦춤은 상기 소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피할 수 있다.
소거 메시지들은 상기 버퍼 레벨에 관한 정보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패스 소거 그리고 모서리 소거
메시지들은 상기 버퍼 레벨이 목적 또는 평형 레벨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지시자(indicator)를 포함
한다. 상기 목적 또는 평형 레벨(605)은 특정 혼잡 제어 스위치에서 최대 처리량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 버퍼 레벨일
수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목표 레벨(605) 이하이거나 또는 이상인 경우, 상기 정보는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가 다양
한 배수에서 전송 비율을 더 잘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혼잡 제어 스위치로 전송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버
퍼 레벨이 상기 목적 레벨(605)의 위인 경우, 혼잡 제어 스위치 는 흐름과 관련된 그의 흐름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선
택하고 보다 점차적으로 상기 조정 이후에 전송 비율을 증가시킨다. 대안적으로, 상기 버퍼가 상기 목표 레벨(6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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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경우, 혼잡 제어 스위치는 상기 흐름과 관련된 전송 비율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보다 점차적으로 상기 조정 이후
에 전송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선택된다.
현재 그리고 과거 버퍼
화들은 또한 상기 혼잡
는 상기 흐름과 관련된
이후 그의 전송 비율을

레벨 정보는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로 제공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버퍼 레벨에서 변
제어 스위치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버퍼 레벨이 증가되고 있는 경우,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
그의 전송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더 낮은 전송 비율을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상기 시간의 경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선택된다.

도 6은 패스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를 전송하는지를 결정하는지를 위한 하이 그리고 로우 스레쉬홀드를 보여
준다. 유의할 것은 다양한 다수의 스레쉬홀드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실시예에서, 패스 소거는 0으로의 특
정 흐름과 관련된 전송 비율을 드랍 시키기 위해 상기 혼잡한 스위치와 상기 소스 노드 간의 모든 혼잡 제어 스위치들
을 지시한다. 모서리 소거는 1/2로 이전에 허용된 비율로 특정 흐름과 관련된 전송 비율을 드랍하기 위해 소스 노드에
가장 가까운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를 지시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3가지 소거 메시지들이 3가지 다른 스레쉬홀드
에 대하여 버퍼 레벨의 비교에 기초하여 사용된다.
패스 소거는 0으로 특정 흐름과 관련된 전송 비율들을 드랍하기 위해 상기 소스 노드와 상기 혼잡한 스위치들 간의
모든 혼잡 제어 스위치들을 지시한다. 유의할 것은, 그러나, 이 경우에 상기 회복 비율은 신속할 수 있다. 에지 소거는
이분의 일( one half)의 허용된 비율로 전송 비율을 드랍 시키기 위해 상기 소스 노드에 가장 가까운 상기 혼잡 제어를
지시한다. 일부 실시예에서, 에지 소거 그리고 경로 소거 메시지들은 버퍼 특징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다른 실
시예에서, 단일 소거 메시지는 현재, 과거, 그리고 버퍼 레벨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 곳에서 사
용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하나의 소거 메시지는 호스트가 경로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과 같이,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의 모서리에서 멈추어야만 하는 점이다.
도 7은 혼잡한 스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거 메시지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혼잡한 스위치는 프레임(700)을 식
별한다. 상기 프레임(700)은 N 개의 프레임 구간 이후에 선택된 프레임이 되거나 또는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상
기 프레임(700)은 패킷 헤더(703)와 패킷 페이로드(705)를 포함한다. 패킷 헤더(703)는 어드레스 A를 지닌 목적지
식별자(711) 그리고 어드레스 B를 지닌 소스 식별자(713)를 포함한다. 상기 패킷 헤더는 OX_ID(717)와 마찬가지로,
또한 타입(715), 변수 정보(721)를 포함할 수 있다. 전송 패스를 따른 각 스위치는 상기 소스 식별자(713), 목적지 식
별자(711), 그리고 다음 홉(hop)을 결정하기 위한 OX_ID를 이용할 수 있다. 패킷 페이로드(705)는 목적지 노드에 의
한 추출을 위한 데이터(723)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혼잡한 스위치는, 특히, 혼잡 제어 스위치 그 자체로서, 어드레스 A를 지닌 목적지 식별자 그리고 어드레스 B를
지닌 소스 식별자를 취하고 그리고 어드레스 B로 세트되는 목적지 식별자(771) 그리고 어드레스 A로 세트되는 소스
식별자(773)를 포함한다. 상기 소거 메시지 패킷 헤더(753)는 상기 프레임이 패스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와 같은 소
거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타입(775)이다. 상기 프레임(750)이 패스 또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은 상기 타입 필드(775)를 위해 세트되는 벤더(vendor) 특정 값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 상기 소거 메시지 패킷은 또한 버퍼 특징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OX_ID(717) 그리고 변수 정보(781)와 다른 OX_ID(
777)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OX_ID(777)을 지님으로써, 소스 식별자(773)를 이용하는 경로 선택, 목적지 식별자(77
1), 그리고 OX_ID 는 다른 경로를 생성한다. 다른 OX_ID 는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패킷 페이로드(775)와 관련
하여, 상기 소거 메시지는 어떠한 데이터(783)도 포함할 필요가 없다.
도 8은 소거 메시지의 발생을 묘사하는 흐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상기 마지막 소거 메시
지가 발생된 이래로 수신되는 N번째 프레임과 관련된 상기 흐름은 , 다른 기술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용됨
에도 불구하고 소거를 위해 선택된다. 803 에서, 상기 프레임 소스 식별자 S 그리고 상기 프레임 목적지 식별자 D 가
추출된다. 805에서, 상기 버퍼는 발생해야할 소거 메시지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상기 혼잡한 스
위치 그리고 소스 노드 간의 혼잡 제어 스위치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
805에서, 상기 버퍼 레벨이 하이(high) 스레쉬홀드보다 위인 경우, D 로 세 트되는 상기 소스 식별자를 지닌 패스 소
거 메시지 그리고 S로 세트되는 목적지 식별자는 821에서 발생된다. 다른 변수 정보를 따른 버퍼 특징 정보는 825에
서 소거 메시지로 부가될 수 있다. 상기 소거 메시지는 그 후 827에서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여 스케줄링을 전송하기
위해 대기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D 로 세트된 소스 식별자 세트를 지닌 모서리 소거 메시지 그리고 S로 세트
된 목적지 식별자 세트는 823에서 발생된다. 버퍼 특징 그리고 변수 정보는 비슷하게 825에서 모서리 소거 메시지로
부가될 수 있고, 상기 소거 메시지는 827에서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포워딩을 위해 대기열에 넣을 수
있다.
도 9 는 경로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 프레임과 같은 소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노드를 포함하는 네트워
크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혼잡 제어 스위치(909)는 수신된 프레임의 소스 그리고 목적
지를 바꿈으로써 소거 메시지를 발생한다. 한 실시예에서, 수신된 프레임의 소스는 상기 수신된 프레임의 목적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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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951)의 노드가 되는 동안 호스트(911)일 수 있다. 상기 프레임은 스위치들(901,903, 907)을 통해 스위치(9
09)로 전송된다.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909)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소거 메시지를 발생한다. 상기 소거 메시지
는 호스트(911)로 목적지 세트를 지닌다. 패스 소거 메시지가 발생되는 경우, 어떠한 패스 소거 메시지가 제출되는가
를 따라 모든 혼잡 제어 스위치는 혼잡 제어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혼잡 제어 스위치들(907,903,901
) 각각은 혼잡 제어를 구현한다.
유의할 점은 상기 패스 소거 메시지는 스위치(903) 대신에 스위치(905)로 제 출된다. 상기 패스 소거가 혼잡 제어 스
위치(901)에 도달하기 전에 903 으로 대신에 스위치(905)로 포워드 되는 경우, 혼잡 제어 스위치(905)는 상기 소거
메시지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스트(911)로 세트된 소스를 지닌 프레임 그리고 네트워크(951)로 세트된 목
적지가 혼잡 제어 스위치(905)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
제어는 여전히 수행될 수 있다.
모서리 소거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기 호스트(911)에 가장 가까운 스위치는 혼잡 제어 체계를 이행한다. 상기
모서리 소거는 혼잡 제어 스위치(907)로 그리고 계속해서 혼잡 제어 스위치(903) 또는 혼잡 제어 스위치(905)로 포
워드 되며, 이들 모두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를 무시한다. 혼잡 제어 스위치(901)는 호스트(911)에 직접적으로 결합되
고 결과적으로 상기 모서리 소거 메시지와 관련된 혼잡 제어 체계들을 구현할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도 10 은 혼잡 제어 스위치가 상기 소거 메시지를 발생하는 상기 프레임으로 전송되는 상기 호스트에 직접적으로 결
합되지 않는 곳에서 모서리 소거 프레임들과 같은 소거 메시지들을 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노드들을 포함하는 네트
워크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이 실시예에서, 호스트(1011)는 혼잡 제어 스위치(1009)에서 모서리 소거 메시지의
발생을 초래하는 네트워크(1051)쪽으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혼잡 제어 스위치(1009)는 혼잡 제어 스위치(1007)를
통해 상기 호스트(1011) 쪽으로 모서리 소거 메시지를 전송한다. 모든 혼잡 제어 스위치에서, 결정은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가 상기 호스트(1011)에 가장 가까운 것인지에 관해 결정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혼잡 제어 스위치가
호스트(1011)와 동일한 영역에 있는 경우, 혼잡 제어는 특정 스위치에서 즉시 구현될 수 있다. 도메인 정보는 소거 메
시지 내에서 제공될 수 있고 그리고 혼잡 제어 스위치 내의 어떠한 도메인 정보와 매치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혼잡
제어 스위치는 인접하는 스위치들의 리스트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도메인들을 유지한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실시예
에서, 토플러지(topology) 정보는 인접한 노드들이 혼잡 제어 스위치인지에 관한 특정 데이터와 함께 저장될 수 있다.
저장장치 지역 네트워크의 토플러지 맵과 같은 전체 토플러지 맵은 혼잡 제어 스위치가 모서리 소거 제어 체계를 구
현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유지될 수 있다.
상기 토폴로지 정보는 그래프, 테이블,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노드들로부터 개개의 링크 제어 정보 프레임들을 포함
하는 다양한 포맷들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토폴로지 맵을 발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들은 모든 목적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통합되는 Andrew S. Tanenbaum(ISBN:0133499456)에 의한 Computer Network에서 설명된다. 파이버
채널 네트워크에서, 파이버 채널 스위치 설정 서버(FCS)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은 물리적 토플러지의 발견을 허용한다.
도 11 은 소거 메시지를 포워딩하기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다. 1101에서, 소거 메시지
는 혼잡 제어 스위치에서 수신된다. 우선순위, 소스 식별자, 목적지 식별자, 포트 그리고 버퍼 레벨 정보와 같은 흐름
변수들은 혼잡 제어를 위해 추출될 수 있다. 1105에서, 상기 소거 메시지에 의해 표시되는 것과 같은 목적지 이전에
다른 혼잡 제어 스위치들이 있는 경우인지가 결정된 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혼잡 제어 스위치들은 패스
소거 그리고 모서리 소거 메시지들과 같은 소거 메시지들을 인식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 1107에서, 상기 목적지
전에 다른 혼잡 제어 스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상기 소거 메시지는 패스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들인지와 관계
없이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는 스케줄링을 전송하기 위해 대기열에 넣어진다. 1109에서, 상기 소거 메시지가 모서리
소거 인경우인지를 결정한다. 상기 소거 메시지가 모서리 소거인 경우, 어떠한 다른 액션들도 취해질 필요가 없다. 반
면, 상기 메시지가 패스 소거이면, 혼잡 제어에 상대적인 변수들은 1111에서 저장된다.
한 실시예에서, 소거 변수들은 1111에서 혼잡 제어 스위치와 관련된 필터 또는 컨트롤러에 저장될 수 있다. 1113에
서, 특정 변수 정보와 관련된 흐름의 전송을 위해 현재 허용된 비율이 상기 지시가 모서리 소거 메시지인 경우 반까지
감소된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각 흐름은 최대 허용된 비율을 지닐 수 있다. 반면, 상기 변수 정보와 관련된 흐름을
위한 현재 허용되는 비율은 0으로 드랍 된다. 특정 흐름을 위한 최대 전송 비율은 여기서 최대 허용 비율로서 간주된
다. 소거 지시들에 의해 조정되는 전송 비율은 여기서 현재 허용 비율로서 간주된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전송 비율은
초기에 최대 허용된 비율이고 수신하는 소거 지시들에 기초하여 현재 허용되는 비율로 감소된다. 상기 현재 허용되는
비율은 그 후 그것이 또 다른 소거 지시를 수신하고 그리고 최대 허용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회복 비율에서 증가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이 실시예에서, 소거 메시지들의 두 가지 타입들이 사용된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모서리 소거
메시지들은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혼합 제어 스위치에서 반까지 허용된 비율로 떨어진다. 패스 소거 메시지들은 0까
지 목적지 쪽으로 패스를 따라 모든 혼잡 제어 스위치들에서 허용된 비율로 떨어진다.
도 12는 혼잡 제어 스위치의 한 실시예의 다이어그램식 표현이다. 혼잡 제어 스위치(1201)는 외부 노드(1251,1253,
1255, 그리고 1257)에 결합된다. 그러나 외부 노드(1251)로부터 수신하는 프레임들을 위한 버퍼만이 명확성을 위해
보인다. 프레임이 외부 노드(1251)로부터 스위치(1201)에서 수신될 때, 분류기 로직(1299)은 분리된 버퍼 풀(1203)

-9-

공개특허 10-2004-0071220
쪽으로 프레임을 배치하고 그리고 서술자 또는 포인터(1211-1247)와 함께 그것을 참고 한다. 서술자들은 프레임 우
선순위를 표시하는 정보와 관련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 따라, 당해 발명의 기술들은 수신된 소거 메시지와 관련된 프레임들을 위한 필터 대기열(1261-127
7)을 제공한다. 필터(1209)는 패스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들과 같은 소거 메시지들로부터 추출되는 소거 변수
들을 유지할 수 있다. 중재기(arbitrator)(1205)는 FIFO와 같은 다른 방법들이나 랜덤으로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원탁회의식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을 위해 프레임들을 선택한다. 프레임이 버퍼(1203)로부터
외부 노드까지 전송을 위해 상기 중재기(1205)에 의해 선택될 때, 필터(1209)는 수신된 소거 메시지들과 관련된 소거
메시지들과 함께 선택된 프레임의 변수를 비교한다. 한 실시예에서, 필터는 소거 변수들의 32 세트들과 선택된 프레
임의 변수들 간의 32개의 동시적 비교를 수행한다. 소거 변수들의 32 세트들 중의 하나와 매칭 되는 프레임 서술자는
필터 대기열(1207) 내의 32개의 다른 큐들 중의 하나에 배치된다.
프레임 서술자들은 상기 소스 그리고 목적지 어드레스 쌍, 출력 포트, 우선순위, 그리고/또는 다른 변수들이 대응하는
경우 상기 필터 대기열 내의 배치를 위해 선택된다. 유의할 것은 서술자는 입력 대기열들(1211-1247)중의 하나로부
터 상기 분리된 버퍼 풀(1203)을 변화시킴 없이 필터 대기열(1261-1277)까지 이동될 수 있다. 상기 프레임 중의 변
수가 필터(1209) 내에 유지되는 변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프레임 서술자는 외부 노드들(1253,1255,1257, 그
리고 1251)과 같은 외부 노드들로 포워드 된다. 반면, 상기 프레임은 상기 비율 제한기와 관련된 필터 대기열 쪽으로
배치될 수 있다. 한 실시예에서, 필터 프레임은 비율 제한기(1281)와 관련된 필터 대기열(1261)쪽으로 배치된다. 비
율 제한기(1281)는 필터 큐(1261)에서 서술자와 관련된 프레임이 현재 허용되는 비율에 기초하여 전송될 수 있는지
를 결정한다.
도 13은 소거 메시지의 수령에 기초한 하나 이상의 비율 제한기들과 관련된 허용된 비율에서 가능한 변화들을 보여주
는 그래픽 표현이다. 위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이, 일부 실시예에서, 패스 소거 메시지는 모서리 소거 메시지가 허용된
비율을 반까지 감소하는 동안 0으로 허용된 비율을 감소한다. 그래픽 표현에 따라, 1301에서 수신된 모서리 소거는
반까지 허용된 비율을 감소시킨다. 1301 그리고 1303간에서, 상기 허용된 비율은 점차적으로 스위치 제어기에 의해
결정되는 회복 비율에서 증가한다. 상기 회복 비율은 미리 지정된 비율이 되거나 또는 소거 메시지들에서 제공된 버퍼
레벨 특징 정보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세트된 비 율이다.
한 실시예에서, 상기 회복 비율은 상기 버퍼 레벨 특징 정보가 혼잡된 스위치가 평형 지점에 상대적으로 낮은지를 표
시할 때 증가된다. 대안적으로, 상기 회복 비율은 상기 버퍼 레벨 특징 정보가 상기 혼잡 스위치의 버퍼 레벨이 평형
지점에 대해 높을 때를 표시할 때 감소된다. 1303에서, 상기 비율 제한기와 관련된 또 다른 모서리 소거 메시지들이
수신된다. 상기 허용된 비율은 다시 1303에서 반으로 감소된다. 1303 그리고 1305간에서, 감소된 회복 비율은 버퍼
레벨 특징화 정보와 같은 요소 때문에 적용된다. 1305에서, 패스 소거 메시지는 수신되고 그리고 상기 허용된 비율은
0으로 감소된다. 증가된 비율은 1305 그리고 1307간에 적용된다. 상기 허용된 비율은 최대 허용 또는 1307에서 라
인 비율에 도달하고, 상기 필터 대기열은 이 지점에서 방출될 수 있다.
도 14는 소거 메시지를 수신하는 스위치에서 혼잡 제어의 구현을 보여주는 프로세스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1401에
서, 프레임이 확인된다. 1403에서, 프레임 변수들은 필터내의 변수들과 비교된다. 상기 비교되는 변수들은 소스 그리
고 목적지 어드레스들, 우선순위, 그리고 출력 포트를 포함한다. 상기 변수들이 1403에서 매치되는 경우, 상기 프레임
식별자들은 1407에서 비율 제한기와 관련된 필터 큐로 배치된다. 상기 필터 큐는 프레임의 전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
상기 비율 제한기는 특징 버킷들, 누설 버킷들, 그리고 가상 시간 비율 제한기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체계들을 이용하
여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비율 제한기에 의해 사용되는 비율은 수신되는 소거 메시지들의 타입 그리고 상기 소거 메시
지들 내의 버퍼 레벨 특징 정보 에 기초하여 세트될 수 있다. 1409에서, 상기 비율 제한기는 허용 비율에 기초한 프레
임의 제어 전송이다. 전송을 제어하는 것은 프레임의 전송 지연을 포함한다. 1405에서, 상기 프레임은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는 포워딩을 위해 대기열에 넣어진다. 상기 식별된 프레임의 변수들이 1403에서 필터 내의 변수들과 매치되지
않는 경우, 상기 프레임은 1405에서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여 즉시 포워딩을 위해 대기열에 넣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 소스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필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 필드를 지니는 프레임을 수신하
고, 상기 프레임은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상기 소스 노드 간의 제 1 매개적 스위치를 통해 상기 네트워크 스위
치 쪽으로 전송되며,
-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트래픽 흐름을 특징짓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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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 1 매개
적 스위치까지 제 1 지시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는 상기 소스 노드에 결합된 모서리 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
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제 1 지시는 모서리 소거 프레임을 포함하는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모서리 소거 프레임은 상기 목적지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피드 그리고 상기 소스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 필드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모서리 소거 프레임은 네트워크 스위치 혼잡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모서리 소거 프레임은 네트워크 스위치 대기열 레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7.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모서리 소거 프레임은 상기 소스 노드 그리고 상기 목적지
노드로부터 전송을 위한 허용 비율을 반까지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로 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 그리고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는 파이버
채널을 이용하여 연결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프레임은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 그리고 상기 네트워크 스
위치 간의 제 2 매개적 스위치를 통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또한,
-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상기 제 2 매개적 스위치까지 상기 소스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제 2 지시를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제 1 지시는 패스 소거 프레임을 포함하는 상기 제 1 매개적 스위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제 2 지시는 상기 패스 소거 프레임을 포함하는 상기 제 2 매개적 스위치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이 때 사기 패스 소거 프레임은 상기 목적지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필드 그
리고 상기 소스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 필드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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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사기 패스 소거 프레임은 네트워크 스위치 혼잡 정보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패스 소거 프레임은 네트워크 스위치 대기열 레벨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 내지 제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패스 소거 프레임은 상기 소스 노드 그리고 상기 목적지
노드로부터 0bps까지 전송하기 위해 허용되는 비율을 감소하기 위해 상기 제 1 그리고 제 2 매개적 스위치들로 향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7.
제 1 항 내지 제 1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트래픽 흐름은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 대기열 레벨을 체킹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이 때 트래픽 흐름을 특징짓는 것은 패스 소거 또는 모서리 소거 프레임들을 전송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이 때 패스 소거 프레임들은 상기 대기열 레벨이 하이(high) 스레쉬홀드를 초과할
때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 내지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모서리 소거 프레임들은 상기 대기열 레벨이 하이 스레쉬홀드
와 로우 스레쉬홀드 간일 때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 내지 제 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모서리 소거 그리고 패스 소거 프레임들은 버퍼 레벨 지시
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2.
제 1 그리고 제 2 매개적 노드들을 통한 제 1 그리고 제 2 엔드(end)노드들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상기 방법은,
- 상기 제 1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그리고 상기 제 2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를 지니는 제 1
프레임을 전송하고, 이 때 상기 프레임은 상기 제 1 매개적 노드 그리고 상기 제 2 엔드 노드 간의 제 2 매개적 노드로
제 1 매개적 노드에서 전송되며,
- 상기 제 2 매개적 노드로부터 제 2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제 2 프레임은 상기 제 2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그리고 상기 제 1 엔드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를 지니며, 이 때 상기 제 2 프레임은 상기 제 1 엔드 노
드로부터 상기 제 2 엔드 노드까지 현재 허용된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시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 상기 제 2 프레임의 수신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엔드 노드로부터 상기 제 2 엔드 노드까지 현재 허용된 비율을 조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상기 최대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
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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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항 또는 22 항에 있어서, 이 때 현재 허용된 비율을 조정하는 단계는,
- 상기 제 2 프레임이 모서리 소거 프레임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5.
제 21 항 내지 제 24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상기 제 1 매개적 노드가 상기 제 1 엔드 노드에 결
합된 모서리 스위치 인가를 결정한 이후에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6.
제 24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상기 제 1 매개적 노드가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혼잡 제어를 지
원하지 못하는 이웃의 노드로 결합되는지를 결정한 이후에 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
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7.
제 21 항 내지 제 25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처음으로 상기 최대 허용된 비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8.
제 21 항 내지 제 27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모서리 소거 프레임을 수신하는 것에
기초하여 둘로 나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29.
제 21 항 내지 제 28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회복 비율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
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회복 비율은 상기 제 2 매개적 노드와 관련된 입력 대기열에 기초하여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 또는 제 30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회복 비율은 상기 제 2 매개적 노드와 관련된 입력 대기열에 기초하여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2.
제 29 항 내지 제 3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 상기 제 2 프레임이 패스 소거 프레임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이 때 현재 허용된 비율은 최초의 상기 최대 허용 비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
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현재 허용된 비율은 패스 소거 프레임을 수신하는 것에 기초하여 0 bps 로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허용된 비율은 회복 비율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
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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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항 내지 3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회복 비율은 상기 수신된 패스 소거 프레임 내에 포함된 정
보에 기초하여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회복 비율은 상기 제 2 매개적 노드와 연관된 입력 대기열에 기초하여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38.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로서, 상기 스위치는,
- 제 1 외부 노드에 결합되기 위한 제 1 포트,
- 제 2 외부 노드에 결합하기 위한 제 2 포트,
- 상기 제 1 외부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제 1 포트와 연관된 제 1 대기열로서, 상기 제 1 대기열은 상기
제 1 포트를 통한 전송을 위해 데이터를 붙잡기 위한 제 1 부분 그리고 상기 제 2 포트를 통한 전송을 위해 데이터를
붙잡기 위한 제 2 부분을 포함하는, 상기 제 1 대기열,
- 상기 제 1 대기열에 결합된 필터로서, 상기 필터는 데이터의 전송이 상기 제 2 외부 노드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기초
하여 지연되는가를 결정하고, 상기 제 1 대기열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설정되는, 상기 필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는 또한 필터 대기열들을 포함하고, 이 때 상기 필터 대기열들은 지연된 전송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
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0.
제 39 항에 있어서, 이 때 각 필터 대기열은 흐름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1.
제 38 항 내지 제 4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흐름은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까지 트래픽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 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제 1 대기열은 가상 출력 대기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3.
제 38 항 내지 제 4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각 필터 대기열은 우선순위와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
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4.
제 38 항 내지 제 4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각 필터 대기열은 입력 포트 그리고 출력 포트와 연관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5.
제 38 항 내지 제 4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스위치는 또한 필터 대기열에 결합된 비율 제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지연의 정보는 상기 비율 제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
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 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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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비율 제한기는 토큰 버킷들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이 때 지연의 정도는 상기 제 2 외부 노드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이 때 흐름과 관련된 필터 대기열에 할당된 다수의 토큰들은 흐름을 확인하는 상기 제 2 외부 노
드로부터 모서리 소거 프레임의 수령에 기초하여 반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50.
제 47 항 내지 제 4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흐름과 관련된 상기 필터 대기열에 할당된 다수의 토큰들
은 회복 비율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
위치.

청구항 51.
제 47 항 내지 제 5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상기 회복 비율은 제 2 외부 노드 대기열 레벨 정보에 기초하여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52.
제 47 항 내지 제 5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이 때 특정 흐름과 연관된 필터 대기열에 할당된 다수의 토큰들은 특
정 흐름을 확인하는 상기 제 2 외부 노드로부터 패스 소거 프레임의 수령에 기초하여 영으로 세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이 때 흐름과 연관된 상기 필터 대기열에 연관된 다수의 토큰들은 회복 비율에서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스 노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 간의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청구항 54.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 소스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필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 필드를 지니는 프레임을 수
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상기 소스 노드 간의 제 1 매개적 스위치를 통
해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로 전송되는, 상기 수단,
-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트래픽 흐름을 특징짓기 위한 수단, 그리고,
-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 1 매개
적 스위치까지 제 1 지시를 보내기 위한 수 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55.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형 매체로서, 상기 컴퓨터 판독형 매체는,
- 소스 노드에 대응하는 소스 식별자 필드 그리고 목적지 노드에 대응하는 목적지 식별자 필드를 지니는 프레임을 수
신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로서, 상기 프레임은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 그리고 상기 소스 노드 간의 제 1 매개적 스위치
를 통해 네트워크 스위치로 전송되는, 상기 컴퓨터 코드,
-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트래픽 흐름을 특징짓기 위한 컴퓨터 코드, 그리고,
-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 스위치로부터 상기 제 1 매개
적 스위치까지 제 1 지시를 전송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형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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