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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및 메시지 송신 제어방법

요약

본 발명은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병렬 컴퓨터 시스넴의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메시지 전
송을 지원하고 메시지 전송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의 하드웨어를 구성하여 메시지 송신을 위한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과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및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이 개시된다.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세지 송신 제어 장치의 구성도.

제3a 및 3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송신 제어용 레지스터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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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a 및 4b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시지 송신 제어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쓰기(W) 비트 설정의 제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상호 연결망                   102 내지 105 : 노드

106 : 노드 버스                      107 내지 110 : 프로세서

111 : 지역공유 메모리             112 : 입출력 장치

113 : 연결망 인터페이스          114 : 버스 브리지

115 : 지역 버스                       116 : 송신 연결망 인터페이스

117 : 수신 연결망 인터페이스   201 : 지역 버스 제어기

202 : 메시지 송신 제어기          206 : 버퍼 장치

213 : 출력 포트 제어기             214 : 타이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Message-passing computer system) 및 패킷 상호 연결망(Packet-
switched interconnection network)에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패킷 상
호 연결망을 통한 노드간 메시지 전송(node-to-node message transfer)에 관련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세부적인 내용은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병렬 컴퓨터 시스템에서 패킷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노드간 메시지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메시지 송신 제어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개의 노드(node)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교환
함으로써, 상호 협력하여 작업(job)을 수행하는 병렬 컴퓨터 시스템(parallel computer system)을 지칭한
다.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 각 노드는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므로, 노드들 사
이에 전송되는 메시지의 지연시간(latency)과 전송 대역폭(bandwidth, 전송율)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
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상호 연결망은 다양한 설계 관점에서 여러가지의 토폴러지(topology)가 활발하게 연구 고안되어 왔으며, 
이들 상호 연결망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 뿐만 아니라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 형태의 다중 프
로세서 컴퓨터(multiprocessor computer)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결망 인터페이스는 노드를 
상호 연결망에 연결하는 다리(bridge)역할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치로서, 상호 연결망으로 메시지를 송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메시지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전송 대역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데이터 통신 연결망을 위한 크로스바 인터페이스가 Digital Equipment Corporation사의 W. F. Hedberg등
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상기 발명은 호스트 컴퓨터와 크로스바 스위치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
서, 다중 포트 RAM 소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버퍼링(buffering)하도록 되어 있다. 수신 및 송신 데이터
는 분리된 각각의 직렬 포트(serial port)를 통하여 RAM에 저장되거나 RAM으로부터 읽혀진다. 동시에 크
로스바 인터페이스 내부에 있는 로컬 프로세서(local processor)가 병렬 포트를 통하여 직렬 포트와는 비
동기적으로 RAM에 접근할 수 있다.

상기 발명에서는 로컬 프로세서가 전송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고, 송신 제어기는 크로스바 스위
치에 인접하여 데이터를 직접 송신하는 부분적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발명은 데이터 송신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수신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계하였으며, 로컬 프로세서가 전반적인 데이터 송수신 및 
버퍼 관리를 제어하고, 송신 제어기는 크로스바 스위치로 데이터를 직접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수신 
제어기는 크로스바 스위치부터 데이터를 직접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발명은 데이터 송신 인터
페이스와 데이터 수신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로컬 프로세서가 송수신 모두를 관장하여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송신 및 수신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송신 인터페이스 및 수신 인터페이스를 독립적
으로 분리하여 송신은 수신과 무관하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기 발명에서는 데이터의 송수신을 위하여 크로스바 인터페이스 내부에 로컬 프로세스를 두고 제
어한다. 즉, 로컬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 메시지 송신 부담(overhead)이 증가하는 문제점
이 존재한다. 그러나, 별도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의 하드웨어에서 모든 송신제어를 통합하여 
수행하면 메시지 송신 부담(overhead)을 최소화할 수 있다.

D. S. Henry와 C. F. Joerg는 밀접하게 결합된 프로세서와 연결망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관하여 논문을 발
표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프로세서와 상호연결망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노드간 통신에서의 소프트
웨어 부담(software overhead)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결망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대응 인터페이스(memory-mapped interface)와 
직접 기억 장치 접근(Direct Memory Access: 이하 DMA라 함) 기반 인터페이스(DMA-based interface)의 두 
종류로 대별된다. 메모리 대응 인터페이스에서의 메시지 송신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서가 연결망 
인터페이스 내부에 있는 버퍼에 직접 전송할 메시지를 저장하여 송신을 의뢰함으로써 시작되고, 연결망 
인터페이스는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를 곧바로 송신한다. 연결망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면 연결망 인터
페이스는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메시지 도착을 알려주고 프로세서는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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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간다. 인터럽트 대신에 프로세서가 폴링(polling)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메모리 대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MDP Machin, CM-5, MIT Alewife등이 있다. 메시지 버퍼는 
프로세서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할당되어 프로세서는 메모리로 접근하듯이 메시지 버퍼에 접근할 수 
있다.

DMA 기반 인터페이스에서의 메시지 송신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프로세서가 주메모리(main memory)에 전
송할 메시지를 준비해 놓은 후 연결망 인터페이스에게 메시지 송신을 의뢰함으로써 시작되고, 연결망 인
터페이스는 주메모리로부터 전송할 메시지를 DMA 전송 방식으로 읽어와서 연결망으로 송신한다. 연결망으
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면 연결망 인터페이스는 DMA 전송 방식으로 도착한 메시지를 주메모리에 저장하고 
프로세서에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메시지 도착을 알려준다. DMA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NCUBE, iPSC/2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주메모리와 연결망 인터페이스 사이의 DMA 전송을 통하여 메시지
를 송수신한다. DMA 전송은 하드웨어 수준 (hardware level)에서 구현된다.

상기 논문에서 인용한 시스템들은 메모리 대응 전송과 DMA 기반 전송 중에서 하나의 방법만을 지원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메시지 전송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용자에
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전송 방식 중에서 메시지의 특성(저장 위치, 전송량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전송 방식을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메시지 전달(message passing) 방식의 병렬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최대한 반
영하여 효율적인 메시지 전송을 지원하는 메시지 송신 제어기와 메시지 전송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
용의 하드웨어를 구성하여 메시지 송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메시
지의 특성에 따라 메시지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장치 및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는 프로세서로부
터 전송의뢰된 메시지를 출력 포트를 통하여 송신하는 일련의 송신과정을 제어한다. 메시지 송신 제어기
에 접속된 버퍼장치는 제어 메시지, 데이터 전송 정보 및 데이터를 저장한다. 지역 버스제어기는 메시지 
송신 제어기 및 버퍼 장치를 지역 버스에 접속시켜 주고, 지역 버스에 대한 전송 요구와 전송 응답을 제
어한다. 메시지 송신 제어기 및 버퍼 장치에 접속된 출력포트 제어기는 상호 연결망으로 패킷을 송신하는 
출력포트를 제어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은 메
시지 송신 제어기가 리셋되어 초기화 상태가 되는 제1단계와, 상기 초기화 상태에서 메시지 제어 레지스
터의 쓰기(W)비트 설정에 따른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제2단계와, 상기 초기화 상태에서 메시지 제어 레지
스터의 공백(E) 비트를 검사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타이머를 인에이블시키는 제3단계와, 상기 타이머를 
인에이블시킨 후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스터의 데이터 메시지(D) 비트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버스 제어기에 데이터 읽기를 요구하고난 후,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제 4단계와, 상
기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한 후, 타이머로부터 타임아웃이 발생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수신 노드로부터 전송응답이 도착했는지를 검사하는 제5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전송 응
답이 없으면 데이터 플래그를 검사하고 전송 응답이 있으면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를 검사하는 
제6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IE)비트를 
검사하는 제7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도록 하는 제 8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도록 한 후 메시지 버퍼 제어 레지스터에 의한 원형 큐 동작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9단계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1도는 여러 개의 노드(102,103,104,105)가 상호 연결망(101)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상호 연결망(101)에 연결되는 각 노드(102,103,104,105)는 제1도의 확대 부분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노드는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4개까지의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각 프로세서(107,108,109,110)는 
노드 버스(node bus)(106)에 연결되고 지역 공유메모리(locally shared memory)(111)를 공유하는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symetric  multiprocessor)  구조를 형성한다.  입출력 장치(input/output  devices)(112)는 
노드 버스(106)에 연결되는데, 입출력이 요구되지 않는 노드는 입출력 장치(112)를 연결하지 않는다. 연
결망 인터페이스(network interface)(113)는 노드를 상호 연결망에 접속하는 장치로서, 상호 연결망의 입
력  포트  및  출력포트에  연결된다.  연결망  인터페이스(113)는  송신  연결망  인터페이스(send  network 
interface)(116)와 수신 연결망 인터페이스(receive network interface)(117)가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각각은 지역 버스(local bus)(115)에 연결되어 있다. 노드 버스(106)와 지역 버스(115)와의 인터페
이스는 버스 브리지(bridge)(114)에서 담당한다. 송신 연결망 인터페이스(116)는 프로세서로부터 전송 의
뢰된 메시지를 패킷화(packetizing)하여 출력 포트(outgoing  port)를 통하여 상호 연결망으로 송신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한다. 수신 연결망 인터페이스(117)는 입력 포트 (incoming port)를 통하여 도착한 패
킷을 복원(de-packetizing)하여 수신하는 일련의 동작을 수행한다. 연결망 인터페이스(113)는 노드 사이
의  메시지  전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어  메시지(control  message)와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로 구분되는 두 종류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제어 메시지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제어 정보를 전달
하는데 사용된다. 제어 메시지의 크기는 최소 4 바이트 최대 64 바이트이며 4 바이트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 제어 메시지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프로세서에서 직접 생성하므로 메모리 대응 전송(memory-
mapped transfer)방식으로 전송한다. 데이터 메시지는 지역 공유 메모리(111)에 있는 데이터를 타 노드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데이터 전송 정보(data transfer information: 이하 DTI라 함)와 데이터의 조
합으로 이루어진다. DTI는 데이터 메시지의 서두 부분으로서 전송할 데이터의 주소와 크기 등의 전송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DTI의 크기는 최소 16바이트, 최대 64바이트이며 4바이트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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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크기는 최소 64바이트, 최대 1Mbytes이며 64바이트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 데이터 메시지는 크
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 공유 메모리(111)에 존재하므로 DMA  기반전송(DMA-based  transfer)방식으로 
전송한다. 연결망 인터페이스(113)는 제어메시지에 대하여는 점대점(point-to-point)전송 및 브로드캐스
트(broadcast)전송을 지원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대하여는 점대점 전송만을 지원한다.

제2도는 송신 연결망 인터페이스(116) 내부에서 메시지 송신 제어기(message send controller)(202)가 연
결되어 있는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지역 버스 제어기(local bus controller)(201)는 메시지 송신 제어기
(202)와 버퍼 장치(buffer  unit)(206)를 지역버스(115)에 접속시켜 주고, 지역 버스에 대한 전송 요구
(transfer request)와 전송 응답(transfer response)을 제어한다.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는 본 발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프로세서로부터 전송의뢰된 메시지를 출력 포트를 통하여 송신하는 일련의 송신 과
정을 제어한다.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는 지역 버스 제어기(201)와 버퍼장치(206)와 출력 포트 제어기
(outgoing port controller)(213) 및 타이머(214)에 연결되어 있고, 메시지 송신 제어를 위하여 메시지 
버퍼 제어 레지스터(message buffer control register: 이하 MCR이라 함)(203)와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
스터(message transfer information register: 이하 MTIR이라 함)(204) 및 데이터 플래그(data flag: 이
하 DFLAG라 함)(205)를 가지고 있다. MCR(203)은 메시지 버퍼(207)를 제어하는 8비트 레지스터로서, 메시
지 버퍼(207)의 제어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MTIR(204)은 송신하고자 하는 제어 메시지의 맨앞 4바이트 또는 DTI의 맨 앞 4바이트를 메시지 버퍼(20
7)로부터  읽어와  필요한  부분만을  저장하고  있는  32비트  레지스터로서,  메시지  전송  정보(message 
transfer information)를 포함하고 있다.

DFLAG(205)는 1비트 레지스터인 데이터 플래그(data flag)로서,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에 DTI송
신후 현재 데이터 부분을 송신중임을 나타낸다. 버퍼 장치(206)는 메시지 버퍼(message buffer)(207)와 
데이터 버퍼(date buffer)(208)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지 버퍼(207)는 프로세서로부터 전송 의뢰된 제어 메시지 또는 DTI를 저장하며, 크기가 64바이트인 4
개의 버퍼 MB0(209), MB1(210), MB2(211), MB3(212)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지 버퍼(207)는 MCR(203)에 의
하여 제어된다. 데이터 버퍼(208)는 지역 버스 제어기(201)가 DMA동작으로 지역 공유 메모리(111)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저장한다. 출력 포트 제어기(213)는 상호 연결망(101)으로 패킷을 송신하는 출력 포트를 
제어한다. 타이머(214)는 인에이블(enable)되면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 타임아웃 신호를 구동(assert)
하고,  디스에이블(disable)되면  타임아웃 신호의 구동을 철회(deassert)한다.  메시지 수신응답(message 
receie acknowledge)을 무한히 기다리거나(infinite waiting) 또는 계속된 전송 오류의 발생으로 전송을 
무한히 재시도하는(infinite retry)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는 메시지를 송신하
기 전에 먼저 타이머(214)를 인에이블 시킨다. 메시지 전송이 종료되기 전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메시
지 송신 제어기(202)는 프로세서에서 타임아웃 인터럽트를 구동한다.

제3a도 및 제3b도는 송신 제어용 레지스터인 MCR(203)과 MTIR(204)의 구성도 이다. MCR(203)은 프로세서
에 의하여 읽기 및 쓰기가 가능하며, 쓰기가 가능한 비트는 쓰기(Write : 이하 W라 함) 비트(301)와 읽기
(Read  :  이하  R이라  함)비트(302)이다.  W비트(301)는  메시지  버퍼(207)의  쓰기  동작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W비트(301)가 1이면 프로세서가 쓰기를 수행하여 하나의 제어 메시지 또는 DTI를 메시지 버퍼
(207)에 저장하였음을 나타낸다. R 비트(302)는 메시지 버퍼(207)의 읽기 동작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R 
비트(302)가 1이면 프로세서의 읽기가 수행하여 메시지 버퍼(207)로부터 하나의 제어 메시지 또는 DTI를 
읽었음을 나타낸다. 공백(Empty: 이하 E라 함) 비트(304)는 메시지 버퍼(207)의 공백(empty)상태를 나타
내는 비트로서, E비트(304)가 1이면 메시지 버퍼(207)가 모두 비어있음을 나타낸다.

MCR(203)은 메시지 버퍼(207)를 구성하는 4개의 단위 버퍼 MB0(209), MB1(210), MB2(211), MB3(212)을 원
형 큐(circular queue) 구조로 만들어 제어한다. 원형 큐는 선입선출(first-in first-out)방식으로 동작
하도록 제어된다.  머리 포인터(head  pointer:  이하 HP라  함)  필드(305)는  4개의 단위 버퍼(209,  210, 
211, 212)로 형성된 큐의 머리 포인터(head pointer)를 나타낸다. HP필드(305)의 값이 0이면 MB0(209), 1
이면  MB1(210),  2이면  MB2(211),  3이면  MB3(212)이  원형  큐의  머리(head)임을  가리킨다.  꼬리 포인터
(Tail pointer: 이하 TP라 함) 필드(306)는 4개의 단위 버퍼(209, 210, 211,212)로 형성된 원형 큐의 꼬
리  포인터(tail  pointer)를  나타낸다.  TP필드(306)의  값이  0이면  MB0(209),  1이면  MB1(210),  2이면 
MB2(211),  3이면  MB3(212)이  원형  큐의  꼬리(tail)임을  가리킨다.  정의되지  않은  비트(reserved 
bit)(303)는 사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이 비트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의 기능 확장시에 정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MCR(203)에 의하여 제어되는 메시지 버퍼(207)의 원형 큐 동작은 다음과 같다. 원형 큐의 꼬리 포인터인 
TP필드(306)는 다음에 채울 빈 단위 버퍼를 가리키고, 머리 포인터인 HP 필드(305)는 다음에 꺼내어 송신
할 단위 버퍼를 가리킨다. 프로세서(107, 108, 109, 110)가 W비트(301)에 1을 쓰면, 메시지 송신 제어기
(202)는 꼬리 포인터인 TP 필드(306)를 1 증가시키고 W 비트(301)를 0으로 지우고 E 비트(304)를 0으로 
지운다. 하나의 메시지 송신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인터럽트 구동이 요구되지 않으면, 메시지 송신 제어
기(202)는 머리 포인터인 HP 필드(305)를 1 증가시킨다. 반면, 프로세서(107, 108, 109, 110)에게 전송 
인터럽트(transfer interrupt)나 타임 아웃 인터럽트(timeout interrupt)를 구동한 경우에는, 프로세서가 
R 비트(302)에 1을 쓰고난 다음에 머리 포인터인 HP 필드(305)를 1 증가시키고 R 비트(302)를 0으로 지운
다. E 비트(304)가 0이고 머리 포인터인 HP 필드(305)와 꼬리 포인터인 TP 필드(306)가 같으면 메시지 버
퍼(207)가 모두 채워져 있음을 나타낸다. 프로세서는 MCR(203)의 W 비트(301)나 R 비트(302)에 쓰기를 수
행할 때 두 비트 중 하나는 1, 다른 하나는 0으로 써야 한다. 즉, 두 비트를 모두 1로 쓰지 않아야 한다. 

MTIR(204)은 프로세서에 의하여 읽기 및 쓰기가 불가능하다. 데이타 메시지(Data message: 이하 D라 함) 
비트(301)는 송신하려는 메시지가 제어 메시지인지 데이타 메시지인지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D 비트(31
1)가 0이면 제어메시지를 나타내고 1이면 데이터 메시지를 나타낸다.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이하 B라 
함) 비트(313)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B 비트(313)가 1이면 상호 연결망
(101)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송신하고  0이면  수신  노드  식별자(Destination  Node 
Identifier: 이하 DNI라 함) 필드(317)에 기록된 노드에게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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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transfer Interrupt Enable: 이하 IE라 함) 비트(315)는 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
(transfer interrupt enable)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IE 비트(315)가 1이면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는 메
시지 전송이 오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프로세서에서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한다.

DNI 필드(317)는 수신 노드 식별자(destination node identifier)로서,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수신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은 최대 128개의 노드가 상호 
연결망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모드  노드를  식별하기  위해서  7비트를  노드  식별자로  사용한다. 길이
(LENgth: 이하 LEN이라 함) 필드(318)는 전송하고자 하는 제어 메시지 또는 DTI의 길이(length)를 나타내
는 필드로서, 실제 길이는 LEN 필드(318)에 1을 더한 값의 4배이다. 즉, (LEN 필드의 값 + 1) × 4 바이
트이다. 정의되지 않은 필드(reserved field)(312, 314, 316, 319)는 사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이 필드
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의 기능 확장시에 정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4a 및 4b도는  본 발명에 따른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로서,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
가 제어 메시지나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다.

먼저,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가 리셋(reset)되는 초기화 상태가 된다(401). 초기화 상태가 되면 E 비트
(304)를  제외한  MCR(203)의  모든  비트와  MTIR(204)의  모든  비트  및  DFLAG(205)의  값이  0이  되고, 
MCR(203)의 E비트(304)는 1이 된다. 메시지 송신은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의뢰함으로써 시작된다. 

프로세서는 메시지 송신을 위하여 메시지 버퍼(207)에 쓰기를 수행하기 전에 MCR(203)을 읽어 메시지 버
퍼(207)의 충만 여부를 확인하고, 여유 공간이 있으면 메시지 버퍼(207)에 쓰기를 수행한다. 메시지 버퍼
(207)에 쓰기를 수행한 후, 프로세서는 MCR(203)에 쓰기를 수행하여 W비트(301)를 1로 설정한다. W비트
(301)의 설정에 따른 제어 동작은 제5도에 도시되어 있으며, 본문의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초기화 상태가 되고 나면, MCR(203)의 E비트(304)를 검사한다(402). E비트(304)가 0이 아니면 E비트(30
4)의 검사를 반복하고, E 비트(304)가 0이면 메시지 버퍼(207)로부터 메시지 전송 정보(제어 메시지의 맨
앞 4바이트 또는 DTI의 맨앞 4바이트)를 읽어서 MTIR(204)에 저장한다. 그리고 나서 타이머(214)를 인에
이블(enable)시킨다(403). 타이머(214)를 인에이블 시킨후 MTIR(204)의 D비트(311)를 검사한다(404). D비
트(311)가 1이 아니면 단계(406)으로 천이(transition)하고, D 비트(311)가 1이면 지역 버스 제어기(20
1)에게 데이터 읽기를 요구한다(405). 지역 버스 제어기(201)는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가 요구한 데이
터를 지역 공유 메모리(111)로부터 DMA 동작으로 읽어서 데이터 버퍼(208)에 저장한다. 지역 버스 제어기
(201)에게 데이터 읽기를 요구하고 나면, 출력 포트 제어기(213)에게 패킷 전송을 요구한다(406). 출력 
포트 제어기(213)는 DFLAG가 0이면 메시지 버퍼(207)로부터 하나의 제어 메시지나 DTI를 읽어서 패킷을 
구성하여 상호 연결망(101)으로 송신한다.

반면에 DFLAG가 1이면 데이터 버퍼(208)에 데이터가 준비되는대로 데이터 버퍼(208)로부터 64바이트의 데
이터를 읽어서 패킷을 구성하여 상호연결망으로 송신한다. 출력 포트 제어기(213)에게 패킷 전송을 요구
하고 나면,  타이머(214)로부터 타임아웃(timeout)이  발생했는지를 검사한다(407).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timeout fired), 프로세서에서 타임아웃 인터럽트를 구동하고(408) 단계(416)으로 천이한다.

타임아웃 인터럽트를 접수한 프로세서는 어떤 메시지에 의해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시지 버퍼(207)로부터 제어 메시지 또는 DTI를 읽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는 MCR(203)에 
쓰기를 수행하여 R비트(302)를 1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 R비트(302)를 1로 설정하지 않으면 메시지의 전
송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신 노드로부터 전송 응답이 도
착했는지를 검사한다(409). 전송응답(transfer acknowledge)을 수신 연결망 인터페이스(117)에서 수신하
여 지역 버스(115)를 통하여 송신 연결망 인터페이스(116)의 지역 버스 제어기(201)에 도착하고, 지역 버
스 제어기(201)는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에게 알려준다.

전송 응답이 없으면, DFLAG(205)를 검사한다(410). DFLAG(205)가 1이면 단계(406)으로 복귀(return)하고, 
DFLAG(205)가 0이면 단계(407)로 복귀한다. 전송응답이 없으면, DTI 수신응답(DTI receive acknowledge)
인지를 검사한다(411).  DTI  수신  응답이면,  DFLAG(205)를  1로  설정하고(412)  단계(406)으로  복귀한다. 
DTI 수신 응답이 아니면, 메시지 수신 응답(message receive acknowledge)인지를 검사한다(413). 메시지 
수신 응답이 아니면, 전송 오류(transfer error)가 발생한 것이므로 패킷 전송을 재시도하기 위하여 단계
(406)으로 복귀한다. 메시지 수신 응답이면 IE 비트(315)를 검사한다(414). IE 비트(315)가 1이 아니면, 
단계(417)로 천이한다. IE 비트(315)가 1이면, 프로세서에서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한다(415). 전송 인터
럽트를 접수한 프로세서는 어떤 메시지에 의해 인터럽트가 발생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시지 버퍼
(207)로부터 제어 메시지 또는 DTI를 읽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는 MCR(203)에 쓰기를 수행
하여 R 비트(302)를 1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 R 비트(302)를 1로 설정하지 않으면 메시지의 전송과정이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고 나면, R 비트(302)를 검사한다
(418). R 비트(302)가 1이 아니면 R 비트(302)의 검사를 반복한다. R 비트(302)가 1이면, DFLAG(205)를 0
으로 지우고 머리 포인터인 HP 필드(305)를 1 증가시키고 R 비트(302)를 0으로 지우고 타이머(214)를 디
스에이블(disable)시킨다. 또한 타이머 인터럽트나 전송 인터럽트가 구동되어 있으면 철회(deassert)한다
(417). 그리고 나서 HP 필드(305)와 TP필드(306)가 같은지 검사한다(418). HP 필드(305)와 TP 필드(306)
가 같으면, E 비트(304)를 1로 설정하고(419) 단계(402)로 복귀한다. HP 필드(305)와 TP 필드(306)가 같
지 않으면, 곧바로 단계(402)로 복귀한다. 

제5도는  W비트  설정에  따른  제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가 리셋
(reset)되는 초기화 상태가 된다(501). 초기화 상태는 제4도의 단계(401)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세서는 메시지 송신을 위하여 메시지 버퍼(207)에 제어 메시지나 DTI를 저
장하기 전에 MCR(203)을 읽어 메시지 버퍼(207)의 충만 여부를 확인하고, 여유 공간이 있으면 메시지 버
퍼(207)에 쓰기를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는 메시지 버퍼(207)에 메시지를 저장한 사실을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에게 얄려주기 위하여 MCR(203)에 쓰기를 수행하여 W 비트(301)를 1로 설정한다. 초기화 
상태가 되고나면, 메시지 송신 제어기(202)는 W 비트(301)를 검사한다(502). W 비트(301)가 1이 아니면, 
W 비트(301)의 검사를 반복한다. W 비트(301)가 1이면, 꼬리 포인터인 TP 필드(306)를 1 증가시키고 W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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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301)를 0으로 지우고 E 비트(304)를 0으로 지운다(503).

제5도에 나타난 W비트(301) 설정에 따른 제어 동작은 제4도에 나타낸 메시지 송신 동작에 구애받지 않고 
병행적으로 (concurrently) 수행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 인터페이스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메시지 송
신 제어기에서 메시지 수신과 무관하게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메시지의 전송 속도를 극대
화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 송신 제어기에서 모든 송신 제어를 통합하고 
수행하여 수행함으로써 메시지 송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메모리 대응 전송과 DMA 기반 전송
을 모두 지원하고, 메시지의 특성(저장위치, 전송량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전송방식을 선
택적으로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상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에이블 신호에 따라 타임아웃 신호를 생성하는 타이머에 접속되고 프로세서로부터 전송의뢰된 메시지를 
출력 포트를 통해 송신하는 일련의 송신 과정을 제어하는 메시지 송신 제어기와, 상기 메시지 송신 제어
기에 접속되고 제어 메시지, 데이터 전송 정보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버퍼 장치와, 상기 메시지 송신 제
어기 및 버퍼 장치를 지역 버스에 접속시켜 주고 지역 버스에 대한 전송 요구와 전송 응답을 제어하는 지
역 버스 제어기와, 상기 메시지 송신 제어기 및 버퍼 장치에 접속되며 상호 연결망으로 패킷을 송신하는 
출력 포트를 제어하는 출력 포트 제어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
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송신 제어기는 프로세서의 메시지 전송 요구에 따라 메시지 버퍼를 제어하
며, 메시지 버퍼의 제어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 버퍼 제어 레지스터와, 상기 프로세서의 메시지 
전송 요구에 따라 상기 메시지 버퍼로부터 송시하고자 하는 제어 메시지 또는 데이타 전송 정보를 읽어와 
필요한 부분만을 저장하며, 메시지 전송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스터와, 상기 프로
세서의 메시지 전송 요구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 데이타 전송 정보를 송신한 후 현재 데
이터 부분이 송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 플래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
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장치는 프로세서로부터 전송 의뢰된 제어 메시지 또는 데이터 전송 정보를 저
장하며, 4개의 버퍼로 구성되어 있는 메시지 버퍼와, 지역 버스 제어기에서 직접 메모리 접근 동작으로 
지역 공유 메모리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버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청구항 4 

메시지 송신 제어기의 리셋으로 초기화 상태가 되는 제1단계와, 상기 초기화 상태에서 메시지 제어 레지
스터의 쓰기(W)비트 설정에 따른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제2단계와, 상기 초기화 상태에서 메시지 제어 레
지스터의 공백(E) 비트를 검사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타이머를 인에이블시키는 제3단계와, 상기 타이머
를 인에이블시킨 후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스터의 데이터 메시지(D) 비트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
역 버스 제어기에 데이터 읽기를 요구하고 난 후,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제 4단계와, 
상기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한 후, 타이머로부터 타임아웃이 발생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수신 노드로부터 전송응답이 도착했는지를 검사하는 제5단계와, 상기 전송 응답이 도착했는지
의  검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플래그를  검사하거나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를  검사하는 
제6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IE)비트를 
검사하는 제7단계와, 상기 인에이블(IE)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
도록 하는 제 8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도록 한 후 메시지 버퍼 제어 레지스터
에 의한 원형 큐 동작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9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
의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공백(E)비트를 제외한 메시지 제어 레지스터의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스
터 및 데이터 플래그의 값이 0이 되도록 하고, 공백(E) 비트의 값을 1로 초기화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제어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초기화 상태가 되고난 후 메시지 송신 제어기에서 쓰기(W) 비트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쓰기(W)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쓰기(W) 비트가 1이 아닐 경우 쓰기(W) 비트의 
검사를 반복하는 단계와, 상기 쓰기(W)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쓰기(W) 비트가 1일 경우 꼬리 포인터
(TP) 필드를 1 증가시키고, 쓰기(W) 비트를 0으로 지우고, 공백(E) 비트를 0으로 지운 후 메시지 송신 제
어기의 쓰기(W) 비트의 검사를 반복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
의 메시지 송신 제어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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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공백(E)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공백(E) 비트가 0이 아닐 경우 
공백(E) 비트의 검사를 반복하는 단계와, 상기 공백(E)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공백(E) 비트가 0일 경
우 메시지 버퍼로부터 메시지 전송 정보를 읽어서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타이머를 인에
이블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청구항 8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상기 메시지 데이터(D)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메시지 데이터(D) 비트
가 1일 경우 지역 버스 제어기에서 데이터 읽기를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지역 버스 제어기에 데이터 읽
기를 요구하고 난 후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메시지 전송 정보 레지스터
의 데이터 메시지(D) 비트 검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D) 비트가 1이 아닐 경우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제어 방
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상기 타임아웃 발생의 검사 결과에 따라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경우 프로
세서에서 타임아웃 인터럽트를 구동하고 읽기(R) 비트를 검사하는 단계로 천이하는 단계와, 상기 타임아
웃 발생의 검사 결과에 따라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수신 노드로부터 전송 응답이 도착했는지
를 검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청구항 10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는 상기 수신 노드로부터 전송 응답이 도착했는지의 검사결과에 따라 전송 
응답이 없을 경우 데이터 플래그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플래그의 검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플
래그가 1일 경우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플래그
의 검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플래그가 0일 경우 타이머로부터 타임아웃이 발생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노드로부터 전송 응답이 도착했는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전송응답이 있을 경
우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를 검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
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청구항 11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7단계는 상기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일 경우 데이터 플래그를 1로 설정하고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인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 응답
이 아닐 경우 메시지 수신 응답인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메시지 수신 응답인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메시지 수신 응답이 아닐 경우 출력 포트 제어기에 패킷 전송을 요구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와, 상기 
메시지 수신 응답인지의 검사 결과에 따라 메시지 수신 응답일 경우 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IE) 비트를 
검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8단계는 상기 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IE)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전송 인터럽
트 인에이블(IE) 비트가 1이 아닐 경우 데이터 플래그를 0으로 지우고 머리 포인터(HP) 필드를 1 증가시
키며, 읽기(R) 비트를 0으로 지우고 타이머를 디스에이블시킨 후 타이머 인터럽트나 전송 인터럽트가 구
동되어 있으면 철회하는 단계로 전이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전송 인터럽트 인에이블(IE) 비
트가 1일 경우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도록 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방법.

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9단계는 상기 프로세서에게 전송 인터럽트를 구동하도록 한 후 읽기(R)비트를 검
사하는 단계와, 상기 읽기(R)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읽기(R) 비트가 1이 아닐 경우 읽기(R) 비트 검사
를 반복하는 단계와, 상기 읽기(R) 비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읽기(R) 비트가 1일 경우 데이터 플래그를 0
으로 지우고 머리 포인터(HP) 필드를 1 증가시키며, 읽기(R) 비트를 0으로 지우고 타이머를 디스에이블 
시킨 후 타이머 인터럽트나 전송 인터럽트가 구동되어 있으면 철회하는 단계와, 상기 절차를 수행한 후 
머리 포인터(HP) 필드와 꼬리 포인터(TP) 필드가 같은지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머리 
포인터(HP) 필드와 꼬리 포인터(TP) 필드가 같을 경우 공백(E) 비트를 1로 설정하고 공백(E)비트가 0인지
를 검사하는 단계로 복귀하는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머리 포인터(HP) 필드와 꼬리 포인터(TP) 필
드가 같지 않을 경우 공백(E) 비트가 0인지를 검사하는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4항에 있어서, 상기 9단계는 프로세서에서 쓰기(W) 비트에 1을 쓸 경우 메시지 송신 제어기가 꼬리 포
인터(TP) 필드를 1 증가시키고 쓰기(W)비트와 공백(E)비트를 0으로 지워 메시지 버퍼에 메시지를 순서적
으로 채우는 단계와, 상기 프로세서에서 전송 인터럽트나 타임 아웃 인터럽트를 구동한 경우 프로세서가 
읽기(R) 비트에 1을 쓰고난 다음에 머리 포인터(HP) 필드를 1 증가시키고 읽기(R) 비트를 0으로 지워 메
시지 버퍼의 메시지를 순서적으로 송신하는 단계와, 하나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난후, 상기 머리 포인터
(HP) 필드와 꼬리 포인터(TP)필드가 같은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머리 포인터(HP) 
필드와 꼬리 포인터(TP) 필드가 같지 않을 경우 메시지 버퍼에 저장된 다음 메시지를 송신하기 위하여 상
기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머리 포인터(HP) 필드와 꼬리 포인터(TP) 
필드가 같을 경우 메시지 버퍼가 공백상태이므로 공백(E) 비트를 1로 설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상호 연결망에서의 메시지 송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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