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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MCI를 이용한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장치는 ATM 스위치로 

유입되는 셀들을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구분하여 저장하는 공유 다중 버퍼와;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

장된 멀티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MCI(Multi-cast Connection Identifier) 주소 큐와; 상기 공유 다중 버

퍼에 저장된 유니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와; 상기 MCI 주소 큐와 유니캐스트 셀 주

소 큐로부터 입력받은 버퍼주소에 의거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과 유

니캐스트 셀을 해당 주소지로 송출하는 다수 개의 팬아웃 포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

캐스트 셀을 저장함과 동시에 해당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의 주소를 구분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셀들에게 각각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과; HOL(Head of Line) 블로킹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상기 부여된 

우선 순위에 따라 셀들을 읽는 과정과; 상기 읽혀진 셀들을 팬아웃 포트로 보내어 최종적으로 출력할 셀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ATM, 공유 다중 버퍼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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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셀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Multi-casting)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 블록도.

도 2는 종래의 주소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 블록도.

도 3은 종래의 공유 다중 버퍼형 비동기 전송 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이하 ATM이라 함) 스위치 시스

템에서의 HOL(Head of Line) 블로킹(Blocking)을 예시한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를 나타낸 구성 블록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CI(Multi-cast Connection Identifier) 주소 큐와 포인터를 나타낸 개념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CI 주소 큐와 팬아웃(Fan-out) 포트별로 유지되는 읽기 포인터를 나타낸 도면.

도 8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CI 주소 큐의 팬아웃 포트별 큐 길이와 우선 순위의 표를 나타낸 도면.

도 8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니캐스트 셀(Unit-cast Cell)의 읽기 우선 순위와 팬아웃 포트를 나타낸 개념도.

도 8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캐스트 셀의 읽기 우선 순위와 팬아웃 포트를 나타낸 개념도.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을 예로 나타낸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MUX : 멀티플렉서 DEMUX : 디멀티플렉서

110 : 공유 다중 버퍼 120 : MCI 주소 큐

130 :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MCI를 이용한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 및 방법

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멀티캐스트는 다수의 사이트간의 양방향 통신으로서, 네트워크 상에서 하나의 전송 측과 다수의 수신 측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형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멀티캐스팅은 하나의 이 메일을 주소록에 저장된 모든 주소로

전송하는 것과 같다. 멀티캐스팅은 주로 하나의 전송 측에서 선택된 수신 측인 다수의 사이트로 영상 또는 음성을 전

송하는 영상 회의(Video-conferencing) 또는 음성 회의(Audio-conferencing) 등과 같은 원격 회의(Tele-conferen

cing)나, VOD(Video on Demand) 서버에서 복수 가입자의 셋탑 박스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통

신 방법을 지칭한다.

그리고, 유니캐스트는 상기 멀티캐스트와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의 전송 측과 하나의 수신 측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형태를 의미한다.

한편, ATM 스위치에서 종래에 사용되는 멀티캐스팅 방법으로는 셀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과 주소 복사 방식의 멀

티캐스팅이 있는데, 그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종래의 셀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 블록도인데, 해당 셀 복사 방식은 셀 복사 회로(10)

를 스위치 패브릭(Switch Fabric)의 앞단에 위치시켜 여러 수신지 주소를 가지는 멀티캐스트 셀을 하나의 수신지 주

소를 가지는 여러 유니캐스트 셀로 복사하는 방식이다.

셀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에서는 입력 단에 도착한 멀티캐스트 셀이 각각의 출력포트(이하, 팬아웃 포트라 함)에 대

한 다수 개의 유니캐스트 셀로 복사되어 공유 버퍼(30) 내의 다수 개의 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며, 해당 유니캐스트 

셀이 저 장된 버퍼의 번호와 버퍼 내의 번지는 주소 큐(20)에 저장된다.

그리고, 셀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 구조에서는 공유 버퍼(30)에 저장되는 셀의 수가 멀티캐스트 셀의 수신지 수 또는

팬아웃 포트 수에 비례하여 증가되므로, ATM 스위치에서의 셀 트래픽 증가의 원인이 되고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과

도한 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도 2는 종래의 주소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 블록도인데, 해당 주소 복사 방식은 공유 버퍼(60)

에 멀티캐스트 셀을 저장하고 해당 멀티캐스트 셀이 저장된 공유 버퍼(60)의 주소를 주소 복사 회로(40)에서 복사하

여 각 팬아웃 포트에 해당하는 주소 큐(50)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주소 복사 방식의 멀티캐스팅에서는 입력 단에 도착한 멀티캐스트 셀이 복사되지 않고 공유 버퍼(60) 내의 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며, 버퍼 번호와 버퍼 내의 번지가 주소 복사 회로(40)에 의해 복사되어 멀티캐스트 셀의 팬아웃 포트에

해당하는 주소 큐(50)에 저장된다.

이런 경우, 공유 버퍼(60)에서는 유효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지만, 멀티캐스트 셀의 주소가 복사 및 저장되어 있는 주

소 큐(50)의 트래픽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HOL 블로킹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멀티캐스트 환경에서의 이러한 HOL 

블로킹 현상은 ATM 스위치의 처리율 저하를 가져온다.

도 3은 종래의 공유 다중 버퍼형 ATM 스위치 시스템에서의 HOL 블로킹을 예시한 블록도인데, 각 주소 큐(80)의 헤

드에 있는 셀들, 즉 'A', 'B', 'C', 'D'가 현재의 셀 타임 슬롯에 출력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우선, 'B', 'A', 'C'가 공유 버퍼(70)의 세 번째 버퍼에 함께 저장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셀 타임 슬롯에서 'B', 'A', 'C' 

셀 모두를 한 번에 읽어 낼 수 없다. 해당 공유 버퍼(70)는 단일 포트로서 동시에 한 번의 읽기 또는 쓰기만이 가능하



등록특허  10-0454336

- 3 -

다.

따라서, 이들 'B', 'A', 'C' 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세 번째 버퍼에서 읽혀져 출력되며, 나머지 두 팬아웃 포트는 아이들 

상태(Idle State)가 되어 전체 스위치 시스템의 처리량(Throughput)을 저하시킨다. 또한 큐잉 이론에 따르면 약 46(

%)까지 처리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셀에 MCI를 부여하여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발생하는 HOL 블로킹을 방지하며, 멀티캐스트 환경에서 과도한 셀 손실을 방지하도록 한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

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는, A

TM 스위치로 유입되는 셀들을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구분하여 저장하는 공유 다중 버퍼와; 상기 공유 다

중 버퍼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MCI(Multi-cast Connection Identifier) 주소 큐와;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장된 유니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와; 상기 MCI 주소 큐와 유니

캐스트 셀 주소 큐로부터 입력받은 버퍼주소에 의거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장된 멀티캐

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해당 주소지로 송출하는 다수 개의 팬아웃 포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MCI 주소 큐는 상기 각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고 하나의 쓰기 포인터와 상기 팬아웃 포트의 수만

큼의 읽기 포인터를 가지며, 상기 각 팬아웃 포트 수에 따라 해당 읽기 포인터를 하나씩 할당하고 멀티캐스트 셀이 읽

혀나갈 때마다 해당 읽기 포인터를 1씩 증가하며, 해당 MCI에 속하는 멀티캐스트 셀이 입력될 때마다 해당 쓰기 포인

터를 1씩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

법은,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저장함과 동시에 해당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의 주소를 구분하여 저

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셀들에게 각각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과; HOL(Head of Line) 블로킹이 발생하는지

를 체크하면서 상기 부여된 우선 순위에 따라 셀들을 읽는 과정과; 상기 읽혀진 셀들을 팬아웃 포트로 보내어 최종적

으로 출력할 셀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우선 순위 부여 과정은 쓰기 포인터 번지와 각 팬아웃 포트의 읽기 포인터 번지간의 차이를 비교

하여 각 팬아웃 포트별로 큐의 길이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각 팬아웃 포트별 큐의 길이를 비교하여 해당 큐

길이가 긴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 순위가 정해진 셀이 어느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

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셀들을 읽는 과정은 한 셀 타임슬롯 동안에 세 차례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셀들을 읽는 과정은 유니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여 우선 순위

가 높은 유니캐스트 셀을 읽는 단계와; 멀티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여 우선 순위가 높

은 멀티캐스트 셀을 읽는 단계와;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여 큐 길

이에 상관없이 유니캐스트 셀을 읽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기 최종적으로 출력할 셀을 결정하는 과정은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 모두가 팬아웃 포

트에 도착한 경우를 확인하는 단계와; 출력 매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팬아웃 포트에 도착한 셀 중에서 더 긴 큐 길이를

갖는 셀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 및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를 나타낸 구성 블록도인데, 크로스포인트 스위치(

Crosspoint Switch) 또는 멀티플렉서(MUX)와, ATM 스위치로 유입되는 셀들을 상위 제어 블록(설명의 편의상 도면

에는 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구분하여 저장하였다가 출력해 주는 공유 다중 버퍼(1

10)와, 크로스포인트 스위치 또는 디멀티플렉서(DEMUX)와, 멀티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MCI 주소 큐(12

0)와, 유니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130)와, 해당 MCI 주소 큐(120)와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130)로부터 셀을 입력받아 해당 주소지로 송출해 주는 다수 개의 팬아웃 포트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

기서, 해당 공유 다중 버퍼(110)는 한 셀의 타임슬롯 동안에 세 번 읽혀지도록 하며, 해당 MCI 주소 큐(120)는 각 팬

아웃 포트를 지시하고 하나의 쓰기 포인터와 상기 팬아웃 포트 수만큼의 읽기 포인터를 가지며, 해당 팬아웃 포트는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이 동시에 도착한 경우에 큐 길이에 의해 출력할 셀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유니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읽기 우선 순위가 높은 유니캐스트 셀을 우선적으

로 읽도록 하며, 상기 멀티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읽기 우선 순위가 높은 멀티캐스트 셀을 

우선적으로 읽도록 하며, 상기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큐 길이에 상관없

이 유니캐스트 셀을 우선적으로 읽도록 해 준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각 셀, 즉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의 주소를 MCI 주소 큐(120)와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130)에 저장해 준다(단계 S10).

종래의 셀 복사 방식이나 주소 복사 방식에서는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의 주소를 하나의 주소 큐에 저장하였

으나, 본 발명에서는 ATM 스위치의 상위 제어 블록에 의해 공유 다중 버퍼(110)에 저장되어 있는 멀티캐스트 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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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캐스트 셀을 구분하여 출력시켜 주며, 해당 멀티캐스트 셀의 주소는 상기 MCI 주소 큐(120)에 저장하고 유니캐

스트 셀은 상기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130)에 저장함으로써,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에 대한 주소 큐를 별도

로 유지해 주는데, 이때 멀티캐스트 셀 또는 유니캐스트 셀의 주소는 해당 공유 다중 버퍼(110) 내의 버퍼 번호나 번

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기 멀티캐스트 셀은 MCI를 사용하여 구별하며, 해당 MCI는 하나의 호 설정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멀티캐

스트 셀에 동일하게 부여하는 일종의 식별자로서, ATM 스위치 내에서는 고유(Locally Unique) 값이다. 또한, 동일한

MCI를 가지는 멀티캐스트 셀은 상기 MCI 주소 큐(120)에 그 주소를 저장한다.

그리고, 상기 MCI 주소 큐(120)는 ATM 스위치의 각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는데, 해당 팬아웃 포트 수만큼의 읽기 포

인터와 하나의 쓰기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해당 읽기 포인터는 ATM 스위치의 각 팬아웃 포트에 의해 하나씩

할당되어 있고 멀티캐스트 셀이 읽혀나갈 때마다 1씩 증가하며, 해당 쓰기 포인터는 멀티캐스트 셀의 주소를 저장할 

상기 MCI 주소 큐(120)의 위치를 지시하고 해당 MCI에 속하는 멀티캐스트 셀이 상기 MCI 주소 큐(120)에 입력될 때

마다 1씩 증가한다.

그런 후,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에 저장되어 있는 셀들은 각각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각각의 셀에 우선 순

위를 부여하는 것은 ATM 스위치의 각 팬아웃 포트별로 읽혀질 멀티캐스트 셀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니캐스

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을 팬아웃 포트별로 가장 긴 큐 길이를 갖는 순서로 읽기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즉, 각 팬아웃 포트별로 읽혀질 멀티캐스트 셀을 선정하여 읽기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상기 MCI 주소 큐(120)

에 대해 쓰기 포인터 번지와 각 팬아웃 포트의 읽기 포인터 번지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 팬아웃 포트별로 큐의 길이

를 계산한 후(단계 S20), 해당 계산된 MCI 주소 큐(120)의 각 팬아웃 포트별 큐의 길이를 비교하여 각 팬아웃 포트별

로 가장 긴 큐의 길이를 갖는 멀티캐스트 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큐의 길이가 긴 순서에 따라 

읽기 우선 순위를 정한다(단계 S30).

그리고, 읽기 우선 순위가 정해진 멀티캐스트 셀이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 중 어느 버퍼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큐의 길이는 출력을 기다리는 셀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유니캐스트 셀에 대한 우선 순위는 유니캐스트 주소 길이에 의해 부여된다.

이에, 각 셀에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에서 셀을 읽기 시작하는데, 각 공유 다중 버퍼(110)

의 읽기 싸이클(Cycle) 동안에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의 팬아웃 포트와 읽기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유

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상기 각 공유 다중 버퍼(110)로부터 셀을

읽는다. 이때,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 읽기 동작은 한 셀 타임슬롯 동안에 세 차례 반복 수행하도록 한다(단계 S40

).

그리고, 셀들간에 발생하는 HOL 블로킹의 유형과 그 회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읽기 우선 순위를 달리하는 다수 개의 유니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읽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유니캐스트 셀을 우선적으로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로부터 읽으며, 읽기 우선 순위를 달리하는 다수 개의 멀

티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읽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멀티캐스트 셀을 우선적으로 각각 읽

어내며,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셀의 큐 길이에 상관없이 유니캐스트

셀을 읽어낸다.

이에 따라,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로부터 읽어진 셀들은 해당 팬아웃 포트로 보내어지는데(단계 S50), 이때 한 싸

이클의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즉 1/3 셀 타임슬롯 동안에 각 팬아웃 포트에 도착할 수 있는 셀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

다.

즉, 유니캐스트 셀만 도착하는 경우, 멀티캐스트 셀만 도착하는 경우,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 모두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도착할 수 있는 최대 셀의 개수는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 모두 도착하는 경우, 

즉 2 개이다.

그러면, 팬아웃 포트에 도착한 셀들을 출력 매스크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출력할 셀을 결정하는데, 이때 해당 출력 

매스크는 팬아웃 포트에 도착할 수 있는 최대 2 개의 셀 중에서 더 긴 큐의 길이를 갖는 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출

력한다(단계 S60).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CI 주소 큐와 포인터를 나타낸 개념도이다.

ATM 스위치 내의 각 멀티캐스트 셀은 상기 MCI를 부여받아 유니캐스트 셀과 구별되며, 다른 호 설정의 멀티캐스트 

셀과도 구별된다. 상기 MCI는 ATM 스위치가 자체적으로 멀티캐스트 셀에 부여하는 것으로, 하나의 호 설정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멀티캐스트 셀이 동일한 MCI를 가지도록 한다. 그러므로, MCI의 부여와 MCI 주소 큐(120)에 대한 결

정은 ATM 스위치의 상위 제어 블록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MCI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4 개의 팬아웃 포트를 갖는 ATM 스위치에서 '#1', '#2', '#4'가 팬아웃 

포트인 경우에는 'MCI #1 주소 큐'에 저장하며, '#1', '#2'가 팬아웃 포트인 경우에는 'MCI #2 주소 큐'에 저장하는 것

을 말한다.

그리고, 상기 MCI 주소 큐(120)는 M 개의 주소 저장 공간을 가지며, 'M'은 ATM 스위치의 총 용량(Total Capacity)

보다 많거나 같다. 상기 MCI 주소 큐(120)의 주소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것은 멀티캐스트 셀이 저장된 공유 다중 버

퍼(110)의 주소로서, 몇 번째 버퍼인지를 표시하는 숫자와 해당 버퍼내의 번지를 포함한다.

하나의 MCI 주소 큐(120)는 팬아웃 포트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읽기 포인터와 하나의 쓰기 포인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읽기 포인터는 ATM 스위치의 각 팬아웃 포트별로 셀이 저장되어 있는 MCI 주소 큐(120)의 번지를 지시하는 것

이며, 해당 쓰기 포인터는 멀티캐스트 셀의 주소를 써넣을 MCI 주소 큐(120)의 빈 번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유 다중 버퍼(110) 내의 세 번째 버퍼의 '#12' 번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의 주소가 'MCI #2 주소 큐'

의 36 번째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MCI 주소 큐(120)의 36 번지를 '#2' 팬아웃 포트의 읽기 포인터와 '#3' 팬아



등록특허  10-0454336

- 5 -

웃 포 트의 읽기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다고 하면, 해당 세 번째 버퍼의 '#12' 번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은 '#2' 및 '

#3' 팬아웃 포트를 통해서 출력되어야 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MCI #K 주소 큐'의 'M-6', 'M-5', 'M-4', 'M-2'는 각각 '#2'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는 읽기 

포인터, '#4'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는 읽기 포인터, '#1'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는 읽기 포인터, '#3' 팬아웃 포트를 지

시하는 읽기 포인터에 의해 참조되고 있다. 따라서, 'MCI #K 주소 큐'에서는 'M-6'에 의해서 참조되는 셀은 '#2' 팬아

웃 포트로, 'M-5'에 의해서 참조되는 셀은 '#4' 팬아웃 포트로, 'M-4'에 의해서 참조되는 셀은 '#1' 팬아웃 포트로, 'M

-2'에 의해서 참조되는 셀은 '#3' 팬아웃 포트로 읽혀진다.

상기 MCI 주소 큐(120)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은 콜스플리팅(Call-splitting) 방식을 이용하여 출력되는데, 해당 콜

스플리팅 방식은 멀티캐스트 셀을 한 셀 타임슬롯 동안에 모두 해당 팬아웃 포트로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셀 타임슬롯 동안에 걸쳐 각 팬아웃 포트별로 나누어 출력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MCI #2 주소 큐' 내 셀의 목적지(Destination) 팬아읏 포트가 '#1', '#2', '#4'라고 가정하면, 난콜스플리팅

(Non Call-splitting) 방식에서는 'MCI #2 주소 큐' 내의 해당 셀들을 공유 다중 버퍼(110)에서 읽어냈을 때, 한 셀 타

임슬롯 동안에 팬아웃 포트 '#1', '#2', '#4'로 동시에 모두 내보낸다. 반면, 콜스플리팅 방식에서는 'MCI #2 주소 큐' 

내의 해당 셀들을 공유 다중 버퍼(110)에서 읽어냈을 때, 한 셀 타임슬롯 동안에 소정의 팬아웃(예를 들어, 팬아웃 포

트 '#1', '#4')로 보내고 다음 셀 타임슬롯에 나머지 팬아웃 포트(예, '#2')로 보낸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CI 주소 큐와 팬아웃 포트별로 유지되는 읽기 포인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로축을 MCI 주소 큐(120)로, 가로축을 팬아웃 포트로 표시하여 각 MCI 주소 큐(120)의 

해당 팬아웃 포트별 큐 길이를 계산한 값과 우선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MCI #1 주소 큐' 및 'MCI #2 주소 큐'와 팬아웃 포트와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 

MCI 주소 큐(120)의 각 번지에 저장된 내용은 공유 다중 버퍼(110)상의 멀티캐스트 셀 주소이다.

'MCI #1 주소 큐'의 11 번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주소는 '#4' 팬아웃 포트로 보내어지며, 16 번지, 10 번지 및 12 번

지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 주소는 '#1', '#2' 및 '#3' 팬아웃 포트로 보내진다. 'MCI #2 주소 큐'의 경우에도 17 번지, 

2 번지, 5 번지 및 9 번지에 저장된 공유 다중 버퍼(110)상의 멀티캐스트 셀 주소는 '#1', '#2', '#3' 및 '#4' 팬아웃 포

트로 보내진다.

도 8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CI 주소 큐의 팬아웃 포트별 큐 길이와 우선 순위의 표를 나타낸 도면으로, 각 M

CI 주소 큐(120)별로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는 읽기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MCI 주소 큐(120)의 번지를 팬아웃 포트

별로 도시한 것이다.

MCI 주소 큐(120)의 읽기 포인터와 쓰기 포인터는 각 팬아웃 포트별로 가장 긴 큐 길이를 갖는 멀티캐스트 셀을 선정

하기 위하여, 각 MCI 주소 큐(120)별로 쓰기 포인터와 각 팬아웃 포트별 읽기 포인터간의 차이를 계산하며, 해당 계

산된 각 MCI 주소 큐(120)의 팬아웃 포트별 큐의 길이를 비교한다. 이때, 해당 비교된 각 팬아웃 포트별 큐 길이의 긴

순서대로 읽기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해당 읽기 우선 순위가 정해진 셀이 공유 다중 버퍼(110)내 어느 버퍼에

있는지를 해당 버퍼 번호로 확인한다. 또한, 'n' 번째 MCI 주소 큐(120)의 4 개의 팬아웃 포트별 큐 길이를 구하는 식

은 아래의 수학식 1과 같다.

수학식 1

#2 팬아웃 큐 길이 = | 쓰기 포인터 - #2 팬아웃의 읽기 포인터 |

#3 팬아웃 큐 길이 = | 쓰기 포인터 - #3 팬아웃의 읽기 포인터 |

#4 팬아웃 큐 길이 = | 쓰기 포인터 - #4 팬아웃의 읽기 포인터 |

다음으로, 상기 'MCI #1 주소 큐' 및 'MCI #2 주소 큐'에서 가장 긴 큐의 길이를 갖는 팬아웃 포트를 선정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쓰기 포인터는 상기 'MCI #1 주소 큐' 및 'MCI #2 주소 큐'에서 모두 100 번지를 참조하고 있

다고 가정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큐의 길이는 해당 주소 큐에 저장되어 있는 셀의 개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상기 'MCI #1 주소 큐'에서 '#1'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84 (즉, 100-16)이며, '#2'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90 (100-10)이며, '#3'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88(즉, 100-12)이고, '#4'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89 (즉, 100-11)가 된다.

상기 'MCI #2 주소 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1'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83 (즉, 100-17)이며, '

#2'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98 (즉, 100-2)이며, '#3'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95 (

즉, 100-5)이며, '#4'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주소 큐의 길이는 91 (즉, 100-9)이다.

그리고, 가장 긴 큐의 길이를 가지는 팬아웃 포트를 선택하면, '#1' 팬아웃 포트는 'MCI #1 주소 큐'가 84로 가장 길며

, '#2' 팬아웃 포트는 'MCI #2 주소 큐'가 98로 가장 길며, '#3' 팬아웃 포트는 'MCI #2 주소 큐'가 95로 가장 길며, '#

4' 팬아웃 포트는 'MCI #2 주소 큐'가 91로 가장 길다.

따라서, 팬아웃 포트별로 가장 긴 큐의 길이를 갖는 순서대로 읽기 우선 순위를 정하면, 1 순위는 #2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MCI #2 주소 큐'이며, 2 순위는 '#3'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MCI #2 주소 큐'이며, 3 순위는 '#4' 팬아웃 포트

로 읽혀질 'MCI #2 주소 큐'이며, 4 순위는 '#1' 팬아웃 포트로 읽혀질 'MCI #1 주소 큐'이다.

읽기 우선 순위를 부여한 각 MCI 주소 큐(120)의 팬아웃 포트별 읽기 포인터가 공유 다중 버퍼(110)위 몇 번째 버퍼

를 지시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것은 HOL 블로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HOL 블로킹 유형에 따라 그 처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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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다르다.

유니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읽기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유니캐스트 셀이 우선적으로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에서 읽혀지며, 멀티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읽기 우선 순위가 가장 높

은 멀티캐스트 셀이 우선적으로 상기 공유 다중 버퍼(110)에서 읽혀지며,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셀의 큐 길이에 상관없이 유니캐스트 셀이 읽혀진다.

도 8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유니캐스트 셀의 읽기 우선 순위와 팬아웃 포트를 나타낸 개념도이며, 도 8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멀티캐스트 셀의 읽기 우선 순위와 팬아웃 포트를 나타낸 개념도이며,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ATM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을 예로 나타낸 도면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ATM 스위치는 HOL 블로킹에 의한 ATM 스위치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셀 타임슬

롯 동안에 세 번의 읽기를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도 8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니캐스트 셀을 유니캐스트 셀 주

소 큐(130)에 저장된 순서대로 읽기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해당 읽기 우선 순위를 팬아웃 포트별로 표시한 것인데, 해

당 유니캐스트 셀은 읽기 우선 순위에 따라 저장된다. 즉, 첫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가진 유니캐스트 셀이 네 번째 버

퍼에 저장되며, 두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가진 유니캐스트 셀이 두 번째 버퍼에 저장되며, 세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가진 유니캐스트 셀이 두 번째 버퍼에 저장되며, 가장 낮은 읽기 우선 순위를 가진 유니캐스트 셀이 두 번째 버퍼에 

저장되어 있다.

도 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멀티캐스트 셀을 상기한 과정을 거쳐 읽기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해당 읽기 우선 순위를 

팬아웃 포트별로 표시한 것인데, 해당 멀티캐스트 셀도 읽기 우선 순위에 따라 저장된다. 즉, 첫 번째 읽기 우선 순위

를 가진 멀티캐스트 셀이 두 번째 버퍼에 저장되며, 두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가진 멀티캐스트 셀이 세 번째 버퍼에 

저장되며, 세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가진 멀티캐스 트 셀이 네 번째 버퍼에 저장되며, 가장 낮은 읽기 우선 순위를 가

진 멀티캐스트 셀이 네 번째 버퍼에 저장되어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사이클에서 도 8B와 도 8C에 의하여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의 HOL 블로킹을 방지하면서 팬아웃 포트로 셀을 읽는 과정을 도시하고 있다.

첫 번째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사이클에서, 네 번째와 두 번째 버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유니

캐스트 셀(S1, S2)이 읽혀지며, 멀티캐스트 셀 가운데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셀은 읽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유니캐스

트 셀에 읽기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사이클에서는 세 번째 버퍼가 유니캐스

트 셀 읽기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두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멀티캐스트 셀(m2)이 읽혀진다.

두 번째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사이클에서, 세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유니캐스트 셀(S3)이 두 번째 버퍼에서 읽

혀진다. 해당 유니캐스트 셀(S3)은 이전의 읽기 사이클에서 두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유니캐스트 셀(S2)로 인하

여 읽혀지지 못했던 셀이다. 네 번째 버퍼가 유니캐스트 셀 읽기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네 번째 버퍼에 저장된 세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멀티캐스트 셀(m3)이 읽혀진다.

세 번째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사이클에서, 두 번째 버퍼에 저장된 네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유니캐스트 셀(S4)과

네 번째 버퍼에 저장된 네 번째 읽기 우선 순위를 갖는 멀티캐스트 셀(m4)이 읽혀진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공유 다중 버퍼 읽기 사이클에서 보면, 각각 '#1'과 '#4' 팬아웃 포트에 유니캐스트 셀 1 개와 멀티

캐스트 셀 1 개가 동시에 읽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출력 매스크는 상기 두 셀 중에서 더 긴 큐 길이를 갖는 셀

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출력하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해 기존의 셀 복사 방식 또는 주소 복사 방식에 의한 멀티캐스팅 방법의 문

제점인 과도한 셀 손실이나 HOL 블로킹에 의한 스위치의 처리율 저하를 해결하였다.

또한, 본 발명은 ATM 스위치의 향상된 멀티캐스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증가

할수록 종래의 멀티캐스팅 방식과의 성능 차이가 크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VOD, 원격 회의 등의 멀티캐스트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지배적인 네트워크 환경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동기 전송 모드(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에 있어서,

ATM 스위치로 유입되는 셀들을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구분하여 저장하는 공유 다중 버퍼와;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MCI(Multi-cast Connection Identifier) 주소 

큐와;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장된 유니캐스트 셀의 버퍼 주소를 저장하는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와;

상기 MCI 주소 큐와 유니캐스트 셀 주소 큐로부터 입력받은 버퍼주소에 의거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상기 공유 

다중 버퍼에 저장된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해당 주소지로 송출하는 다수 개의 팬아웃 포트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MCI 주소 큐는 상기 각 팬아웃 포트를 지시하고 하나의 쓰기 포인터와 상기 팬아웃 포트의 수만큼의 읽기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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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가지며, 상기 각 팬아웃 포트 수에 따라 해당 읽기 포인터를 하나씩 할당하고 멀티캐스트 셀이 읽혀나갈 때마다 

해당 읽기 포인터를 1씩 증가하며, 해당 MCI에 속하는 멀티캐스트 셀이 입력될 때마다 해당 쓰기 포인터를 1씩 증가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장치.

청구항 3.
비동기 전송 모드(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을 저장함과 동시에 해당 멀티캐스트 셀과 유니캐스트 셀의 주소를 구분하여 저장하

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셀들에게 각각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과정과;

HOL(Head of Line) 블로킹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상기 부여된 우선 순위에 따라 셀들을 읽는 과정과;

상기 읽혀진 셀들을 팬아웃 포트로 보내어 최종적으로 출력할 셀을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

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 순위 부여 과정은 쓰기 포인터 번지와 각 팬아웃 포트의 읽기 포인터 번지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각 팬아웃 

포트별로 큐의 길이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각 팬아웃 포트별 큐의 길이를 비교하여 해당 큐 길이가 긴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 순위가 정해진 셀이 어느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셀들을 읽는 과정은 한 셀 타임슬롯 동안에 세 차례 반복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

에서의 셀 처리 방법.

청구항 6.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셀들을 읽는 과정은 유니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유니캐스트 

셀을 읽는 단계와;

멀티캐스트 셀들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멀티캐스트 셀을 읽는 단계와;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간에 HOL 블로킹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여 큐 길이에 상관없이 유니캐스트 셀을 읽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

청구항 7.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최종적으로 출력할 셀을 결정하는 과정은 유니캐스트 셀과 멀티캐스트 셀 모두가 팬아웃 포트에 도착한 경우를 

확인하는 단계와;

출력 매스크를 사용하여 상기 팬아웃 포트에 도착한 셀 중에서 더 긴 큐 길이를 갖는 셀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스위치에서의 셀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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