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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연결망 인터페이스(network interface) 및 메시지 전송방법
(message transfer method)에 관한 것으로서, 그 특징은 복수개의 노드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 노드 내에서는 1개 이상의 프로세서와 지역 공유 메모리가, 필요에 따라
서는 입출력 장치도, 노드 버스를 통하여 상호 접속되고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상호 연결망과 
접속된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연결망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의 내부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 버스와, 상기 노드 버스와 상기 지역 버스를 연결시켜주는 버
스 연결수단과,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의뢰된 메시지를 상기 지역 버스와 상기 버스 연결수단과 상기 노
드 버스를 통하여 상기 지역 공유 메모리로부터 읽어와서 패킷화하여 그 패킷을 상기 상호 연결망으로 송
신하는 송신부 및 패킷을 상기 상호 연결망으로부터 수신해서 복원하여 상기 지역 버스와 상기 버스 연결
수단과 상기 노드 버스를 통하여 상기 지역 공유 메모리에 복원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메모리 대응 전송방식과, DMA 기반 전송방식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메시지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최적의 전송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투명하게 전송할 수 있고, 제어 
메시지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전송 및 멀티캐스트 전송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송 지연시간을 
줄이고 전송 대역폭을 높여 전송을 최적화하며 다양한 전송 기능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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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멀티프로세서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상호 연결망의 연결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망 인터페이스 블록도.

제3도는 제어정보 플릿의 구성도.

제4도는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의 구성도.

제5도는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의 구성도.

제6도는 데이터 전송정보의 구성도.

제7도는 메시지 송신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제8도는 메시지 수신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연결망 인터페이스(network interface) 및 메시지 전송방법
(message transfer method)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 
및 노드와 노드 사이의 메시지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이란, 여러 개의 노드들이 상호연결망(interconnection network)을 통하여 메
시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병렬 컴퓨터 시스템(parallel computer system)을 
말한다.

메시지 전달 컴퓨터에서의 각 노드는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메시지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므로, 노드들 사
이의 통신은 시스템 전체의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메시지의 지연시간과 전송 대역폭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한 설계요소가 된다.

상호  연결망의  여러  가지  토폴로지(topoloty)는  지금까지  다양한  설계관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들 상호 연결망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유 메모리 형태의 멀티프로세서 컴
퓨터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왔다.

연결망 인터페이스란, 노드를 상호 연결망에 연결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다리(bridge) 역할을 감당하
는 하드웨어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메시지의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전송 대역폭을 극대화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종래에 안출된 병렬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첫째로, ATT 벨 연구소의 드베내틱티스(E.P.DeBenedictis)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호 연결망과 구현방법(미국특허 No. 4,766,534)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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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상호 연결망과 그 구현방법이 적용되는 병렬처리 시스템(parallel processing system)은 여러 개의 
노드가 하나의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어 각 노드가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병렬
처리 시스템이다.

상기 상호 연결망과 그 구현방법은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의 계층적 트리 연결(hierarchical tree 
connect)과 분산 집합(distributed set) 등의 프로토콜을 선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노드는 계산 프로세서와 별도로 프로토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토콜 프로세서가 여
러 가지의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어하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는 분리된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가 있고 각 포트에 대응하는 입력 버퍼와 출력 버퍼가 있다.

그러나, 메모리 대응 전송방식과 DMA 기반 전송방식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여 메시지의 특성과 성격에 따
라 최적의 전송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로, 울트라네트워크 테크날러지(Ultra Network Technologies)사의 비치(R. Beach)등은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허브(hub)를 갖는 컴퓨터 통신망에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와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미국 특허 5058110호).

이는 백플레인 버스(backplane bus)에 연결된 연결망 인터페이스는 송신과 수신 각 방향에 대하여 선입선
출(FIFO, First In First Out) 버퍼를 두고 연결망 제어 메시지와 데이터 전송 메시지의 두 종류의 메시
지 형태를 지원한다.

그리고, 입력포트와 출력포트 각각에 입력포트 상태 워드와 출력포트 상태 워드를 정의하여 두어 입력 및 
출력 포트의 하드웨어 전송 제어에 활용한다.

그러나, 제어 메시지와 데이터 메시지의 구성 형태가 다양한 전송 기능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여 다양한 
전송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로, 종래의 실재에서 구현되는 연결망 인터페이스는 메모리 대응 전송(memory-mapped transfer) 방식
과 DMA 기반 전송(DMA(Direct Memory Access)-based transfer) 방식의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설계
되며 메모리 대응 전송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메모리 대응 전송방식은 연결망 인터페이스 내에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 메시지 버퍼를 두고, 프
로그램에 의해 쓰기 동작으로 메시지 버퍼에 메시지가 직접 저장되면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DMA 기반 전송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연결망 인터페이스에게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의 시작 주소와 메시지의 길이 및 전송 정보를 알려주면,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해당 메시지를 메모리에서 
DMA 방법으로 직접 읽어와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기 전송방식을 지원하는 자료구조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을 최적화하며 전
송에 필요한 자료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서 다양한 전송 기능을 지원하는 연결망 인터페이스 및 메시지 전
송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복수개의 노드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
시지를 전달하고, 각 노드내에서는 1개 이상의 프로세서와 지역 공유 메모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입출력 
장치도, 노드 버스를 통하여 상호 접속되고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상기 상호 연결망과 접속된 형태
의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연결망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의 내부에서 데이터를 전
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 버스와, 상기 노드 버스와 상기 지역 버스를 연결시켜주는 버스 연결수단
과,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의뢰된 메시지를 상기 지역 버스와 상기 버스 연결수단과 상기 노드 버스를 통
하여 상기 지역 공유 메모리에 복원된 메시지를 저장하는 수신부를 포함하는 데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은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비한 복수개의 노드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송신노드의 메
시지 송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송신노드의 프로세서가 메시지의 전송을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
터페이스에 의뢰하는 제1과정과,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전송할 메시지를 지역 공유 
메모리로부터 읽어오는 제2과정과,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메시지를 패킷화하여 그 
메시지 패킷을 수신노드에 전송하는 제3과정 및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수신노
드로부터 응답 패킷을 수신하는 제4과정을 포함하는 데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비한 복수개의 노드들
이 상호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수신노드의 
메시지 수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여 그 패킷
으로부터 원래의 메시지를 복원하는 제1과정과,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메시지
에 따른 해당 응답 패킷을 송신노드에 전송하는 제2과정과,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메시지를 상기 수신노드의 지역 공유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3과정 및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메시지의  수신  완료를  상기  수신노드의  프로세서에게  알리는  제4과정을  포함하는  데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비한 복수개의 노드들
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메시지 전
송을 위한 자료구조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데이터 메시지와, 상기 연결망 인터
페이스가 상기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e) 
전송과 점대점(poing-to-point) 전송에 필요한 각종 제어명령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와, 멀티캐스트(multicast) 전송에 필요한 각종 제어명령을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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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패킷에 대한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정보 플릿(control information flit)을 포함하는 데에 있
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상호 연결망의 연결도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4개의 노드(110,120,130,140)가 동시에 하나의 상호 연결망(100)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여 최소 2개의 노드부터 최대 128개의 노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연결망 인터페이스의 블록도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상호 연결망(100)에 연결되는 각 노드에는 최소 1개부터 최대 4개까지의 프로세서가 
존재할 수 있다.

각 프로세서(310 내지 340)는 노드버스(300)에 연결되고 지역 공유 메모리(350)를 공유하는 대칭형 멀티
프로세서 구조를 형성한다.

입출력 장치(360)는 노드버스(300)에 연결되어 있는데 입출력이 요구되지 않는 노드에서는 입출력 장치
(360)를 연결하지 않는다.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노드를 상호 연결망(100)에 연결하는 장치로서, 노드 측으로는 노드버스(300)
에 연결되고 상호 연결망 측으로는 입력 포트 및 출력 포트에 연결된다.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송신기(210)와 수신기(220)가 분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지역 버스
(230)와 연결되어 있다.

버스 브리지(240)는 노드버스(300)와 지역버스(230)를 인터페이싱(interfacing)한다.

송신기(210)에는 메시지 송신용 버퍼(213)와 DMA(212)와 송신 제어기(211)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메시지 송신용 버퍼(213)는 DMA 데이터 버퍼와 2개의 메시지 송신 버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DMA 
데이터 버퍼는 DMA 기반 전송을 지원한다.

상기 송신 제어기(211)는 프로세서로부터 전송이 의뢰된 메시지를 패킷화(packetizing)하여 상호 연결망
의 입력포트를 통하여 상호 연결망으로 송신하는 일련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DMA(212)는 DMA 기반 전송을 지원하며, DMA 동작으로 지역 공유 메모리(350)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읽어온다.

수신기(220)에는 메시지 수신용 버퍼(223)와 DMA(222)와 수신 제어기(221)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메시지 수신용 버퍼(223)는 DMA 데이터 버퍼와 2개의 메시지 수신 버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DMA 
데이터 버퍼는 DMA 기반 전송을 지원한다.

상기 수신 제어기(221)는 상호 연결망으로부터 상호 연결망의 출력포트를 통하여 도착된 패킷을 복원(de-
packetizing)하여 수신하는 일련의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DMA(222)는 DMA 기반 전송을 지원하며, DMA 기반 전송방식의 메시지를 수신하면 DMA 동작으로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메시지를 직접 저장한다.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노드 사이의 메시지 전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어 메시지와 데이터 
메시지의 두 종류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제어 메시지는 최대 크기가 64 바이트로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프로세서에 의해 직접 생성되므로 메
모리 대응 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데,  점대점(point-to-point)  전송과,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전송과 
멀티캐스트(multicast) 전송이 지원된다.

한편, 데이터 메시지는 최대 크기가 1메가 바이트로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있는 데이터를 타 노드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존재하므로 DMA 기반 전송
방식으로 전송된다.

제3도는 제어정보 플릿의 구성도이다.

패킷은 헤더와 본체로 구성된다.

헤더는 경로제어 태그(routing tag)와 제어정보 플릿(control information flit)으로 구성된다.

상기 경로제어 태그는 패킷의 전송 경로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상호 연결망(100)이 패킷을 수신노드에 전
달할 때에 사용된다.

상기 제어정보 플릿은 패킷의 송수신을 제어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송신노드가 상기 제어정보 플
릿을 생성하여 송신하면, 수신노드가 이를 해독하여 수신한 패킷에 대한 전송 제어정보를 얻는다.

제3도를 참조하면, 제어정보 플릿(610,620,630)은 제어 패킷 및 데이터 제어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610)
과 데이터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620) 및 응답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630)으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 패킷은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패킷이고, 상기 데이터 제어 패킷은 데이터 메시지의 데
이터 전송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패킷이다.

상기 데이터 패킷은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 부분을 전송하기 위한 패킷이고 상기 응답 패킷은 전송받은 
패킷에 대한 응답을 회신하기 위한 패킷이다.

제어패킷 및 데이터 제어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610)은 제어패킷과 데이터 제어 패킷을 전송할 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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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SBI 필드(611)와 SNI 필드(612)와 PL 필드(613)와 M 비트(614)와 B 비트(615)와 E 비트(616)와 PT 
필드(617) 및 정의되지 않은 필드(610A, 610B)로 구성된다.

상기 SBI 필드(611)는 송신 버퍼 식별자(Source Buffer Identifier)를 나타내는데, 전송하는 패킷이 송신
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의 메시지 송신용 버퍼(213) 내부의 2개의 송신 버퍼 중 어느쪽으로부터 
송신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패킷 응답시에 SBI 필드(611)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어느 패킷에 대
한 응답인지를 알 수 있다.

상기 SNI 필드(612)는 송신노드 식별자(Source Node Spec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상기 PL 필드(613)는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의 길이(Packet Length)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패킷의 헤더인 
경로제어 태그와 제어정보 플릿을 제외한 패킷 본체의 실재 길이를 나타내고 그 길이는 PL에 1을 더한 값
의 4배이므로 (PL +1) × 4 바이트이다.

상기 M 비트(614)는 멀티캐스트(multi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
가 전송됨을 나타낸다.

상기 B 비트(615)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브로드캐스트 제어 메
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낸다.

상기 E 비트(616)는 긴급(Emergency)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함을 나타낸다.

상기 PT 필드(617)는 패킷의 형태(Packet Type)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제어 패킷, 데이터 제어 패킷, 데
이터 패킷 및 응답 패킷 중 어느 하나인지를 나타낸다.

PT 필드(617)가 '000'이면 제어 패킷을 뜻하고, '100'이면 데이터 제어 패킷임을 뜻한다.

상기 정의하지 않은 필드(610A,610B)는 사용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620)은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때에 사용되는 제어정보 플릿으로서, SBI 필
드(621)와  SNI  필드(622)와  PSN  필드(623)와  PT  필드(624)  및  정의되지  않은  필드(620A,620B)로 
구성된다.

상기 SBI 필드(621)는 송신 버퍼 식별자(Source Buffer Identifier)를 나타내는데, 전송하는 패킷이 송신
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의 메시지 전송용 버퍼(213) 내부의 2개의 송신 버퍼 중 어느쪽으로 부터 
송신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상기 SNI 필드(622)는 송신노드 식별자(Source Node Spec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상기 PSN 필드(623)는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의 패킷 일련 번호(Packet Sepuence Number)를 나타낸다.

상기 PT 필드(624)는 패킷의 형태(Packet Type)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제어 패킷, 데이터 제어 패킷, 데
이터 패킷 및 응답 패킷 중 어느 하나인지를 나타낸다.

PT 필드(617)가 '110'이면 데이터 패킷임을 뜻한다.

상기 정의되지 않은 필드(620A,620B)는 사용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응답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630)은 응답 패킷을 전송할 때에 사용되는 제어정보 플릿으로서, OSBI 필드
(631)와  OSNI  필드(632)와  OPSN  필드(633)와  UE  비트(634)와  BE  비트(635)와  PE  비트(636)와  SE 비트
(637)와 AT 필드(638)와 PT 필드(639) 및 정의되지 않은 필드(630A,630B)로 구성된다.

상기 OSBI  필드(631)는  전송 오류가 검출된 수신된 패킷의 송신 버퍼 식별자(Original  Source  Buffer 
Identifier)를 나타내는데, 상기 전송 오류가 검출된 수신된 패킷의 송신노드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
의 메시지 송신용 버퍼(213) 내부의 2개의 송신 버퍼 중 어느 쪽에서 송신된 것인지를 나타낸다.

상기  OSNI  필드(622)는  전송  오류가  검출된  수신된  패킷의  송신노드  식별자(Original  Source  Node 
Spec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상기 전송 오류가 검출된 수신된 패킷을 송신한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
자를 나타낸다.

상기 OPSN 필드(623)는 응답 형태가 데이터 패킷 오류 응답인 경우에 즉, 상기 AT 필드(638)가 '110'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필드로서,  전송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패킷의 패킷 일련 번호(Packet  Sepuence 
Number)를 나타낸다.

상기 UE 비트(634)는 수신 불가 오류(Unacceptable Error)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순서 오류와 패리티 오
류와 버퍼 충만 오류 이외의 패킷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의 오류이다.

상기 BE 비트(635)는 버퍼 충만 오류(Buffer-full Error)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메시지 수신버퍼가 여유
공간이 없이 충만되어 수신된 메시지가 저장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상기 PE 비트(636)는 패리티 오류(Parity Error)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수신한 패킷에서 패리티 오류가 
검출되었음을 나타낸다.

상기 SE 비트(637)는 순서 오류(Sequence Error)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패킷 전송 과정에서 전송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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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상기 AT 필드(683)는 응답 형태(Acknowledge Type)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00'이면 메시지 단위 수신응답
임을 나타내고, '01'이면 데이터 전송정보 수신응답임을 나타내고, '10'이면 데이터 패킷 오류응답임을 
나타내고, '11'이면 데이터 이외의 패킷 오류응답임을 나타낸다.

상기 메시지 단위 수신응답은 메시지 전체를 모두 수신했음을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기 데이터 전송
정보 수신응답은 데이터 전송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신했음을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데이터 패킷 오류응답은 데이터 패킷에서 전송오류가 발생했음을 응답하는 것을 뜻하며, 상기 데이
터 이외의 패킷 오류응답은 제어 패킷과 데이터 제어 패킷 등의 데이터 패킷 이외의 전송 패킷에서 오류
가 발생했음을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상기 PT 필드(624)는 패킷의 형태(Packet Type)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제어 패킷, 데이터 제어 패킷, 데
이터 패킷 및 응답 패킷 중 어느 하나인지를 나타낸다.

PT 필드(617)가 '001'이면 응답 패킷임을 뜻한다.

상기 정의되지 않은 필드(620A,620B)는 사용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도는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제4도를 참조하면,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700)는 메시지 전송정보(710)와 사용자 정의영역
(720)으로 구성된다.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700)의 크기는 최소 4바이트이고 최대 64바이트이며, 그 크기는 4바
이트 단위로 증가한다.

사용자 정의영역(720)은 두 번째 더블 워드(Double Word)인 DW1(721)에서부터 DW15(722)까지이다.

메시지 전송 정보(710)는 메시지 전송에 관한 기본적인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SPI 필드(711)는 송신 프로세서 식별자(Source Processor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송신노드에 
존재하는 4개의 프로세서(310 내지 340) 중 어느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의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SNI 필드(712)는 송신노드 식별자(Source Node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
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ML 필드(713)는 메시지의 길이(Message Length)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메시지의 실재 길이는 ML에 1을 더한 값의 4배이므로 (ML + 1) × 4 바이트이다.

DNI 필드(714)는 목적지 노드 식별자(Destination Node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전송
하고자 하는 목적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최대 128개의 노드가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므로, 모든 송신노드와 목적지 노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log2128 

(=7) 비트가 SNI 필드와 DNI 필드를 위해서 각각 할당되어 있다.

IE 비트(715)는 전송에 관한 완료 인터럽트 인에이블(success Interrupt Enable)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이것이 '1'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메시지 전송이 오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 전송완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의뢰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음을 프로세서에게 알린다.

M 비트(716)는 멀티캐스트(Multi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에
서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B  비트(717)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E 비트(718)는 긴급(Emergency)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1' 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한다.

D 비트(719)는 데이터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이터 전송(Data-transfer)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브
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에서는 '0'이어야 한다.

정의되지 않은 필드(710A, 710B)는 사용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
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도는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의 구성도이다.

제5도를 참조하면,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800)는 메시지 전송정보(810)는 메시지 전송정보(810)와 멀티
캐스트 노드 식별자(820,830)와 사용자 정의영역(840)으로 구성된다.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800)의 크기는 최소 12바이트이고 최대 64바이트이며, 그 크기는 4바이트 단위로 
증가한다.

사용자 정의영역(840)은 네 번째 더블 워드(Double Word)인 DW3(841)에서 부터 DW15(842)까지이다.

메시지 전송 정보(810)는 메시지 전송에 관한 기본적인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SPI 필드(811)는 송신 프로세서 식별자(Source Processor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송신노드에 
존재하는 4개의 프로세서(310 내지 340) 중 어느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의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SNI 필드(812)는 송신노드 식별자(Source Node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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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ML 필드(813)는 메시지의 길이(Message Length)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메시지의 실재 길이는 ML에 1을 더한 값의 4배이므로 (ML+1)×4바이트이다.

DNI 필드(814)는 목적지 노드 식별자(Destination Node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전송
하고자 하는 목적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최대 128개의 노드가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므로, 모든 송신노드와 목적지 노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log2128 

(=7) 비트가 SNI 필드와 DNI 필드를 위해서 각각 할당되어 있다.

IE 비트(815)는 전송에 관한 완료 인터럽트 인에이블(success Interrupt Enable)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이것이 '1'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메시지 전송이 오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 전송완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의뢰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음을 프로세서에게 알린다.

M 비트(816)는 멀티캐스트(Multi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에서는 반드시 
'1'이어야 한다.

B 비트(817)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에서는 반드
시 '0' 이어야 한다.

E 비트(818)는 긴급(Emergency) 전송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한다.

D 비트(819)는 데이터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이터 전송(Data-transfer)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멀
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에서는 '0'이어야 한다.

정의되지 않은 필드(810A,810B)는 사용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멀티캐스트 노드 식별자(Multicast Node Identifier)(820,830)는 멀티캐스트로 전송할 수신노드들의 식별
자를 나타내며, 최대 각각 4개씩 총8개까지의 노드를 지정할 수 있다.

V 비트(825 내지 828)는 바로 다음에 있는 노드 식별자(821 내지 824)가 유효(Valid)한지 그렇지 않은지
를 나타내는데, V 비트(825 내지 828)가 '1'이면 해당 V 비트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노드 식별자가 유
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V 비트가 '1'로 설정된 각 노드에게만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800)를 전송한
다.

메시지 전달 컴퓨터의 상호 연결망(100)에서는 멀티캐스트 전송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전송 의뢰된 멀티
캐스트 제어 메시지(800)는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에 의해 점대점 전송으로 변환되어 V 비트가 '1'로 설
정되어 있는 각 노드에 차례대로 전송된다.

제6도는 데이터 전송정보의 구성도이다.

제6도를 참조하면, 데이터 메시지는 데이터 전송 정보(900)와 데이터로 구성되고, 데이터 전송정보(data 
transfer information)(910)와 데이터 송신 어드레스(data source address)(920)와 데이터 위치 및 길이
(data location and length)(930)와 데이터 목적지 어드레스(data destination address)(940) 및 사용자 
정의영역(950)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용자 정의영역(950)은 다섯 번째 더블 워드(Double Word)인 DW4(951)에서부터 
DW15(952)까지이다.

데이터 전송정보(900)는 프로세서(310 내지 340)에 의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의 메시지 송신용 버퍼
(213)에 저장되며 데이터는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존재한다.

데이터 전송정보(900)의 크기는 최소 16바이트이고 최대 64바이트이며, 그 크기는 4바이트 단위로 증가한
다.

또한, 데이터의 크기는 최소 64바이트이고 최대 1메가 바이트이며, 그 크기는 64바이트 단위로 증가한다.

메시지 전송 정보(910)는 메시지 전송에 관한 기본적인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SPI 필드(911)는 송신 프로세서 식별자(Source Processor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송신노드에 
존재하는 4개의 프로세서(310 내지 340) 중 어느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의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SNI 필드(912)는 송신노드 식별자(Source Node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
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IL 필드(913)는 데이터 전송정보의 길이(data transfer Information Length)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전송
하고자 하는 데이터 전송정보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데이터 전송정보의 실재 길이는 IL에 1을 더
한 값의 4배이므로 (IL+1)×4 바이트이다.

DNI 필드(914)는 목적지 노드 식별자(Destination Node Identifier)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메시지를 전송
하고자 하는 목적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낸다.

최대 128개의 노드가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므로, 모든 송신노드와 목적지 노드를 식별하기 위하여 log2128 

(=7) 비트가 SNI 필드와 DNI 필드를 위하여 각각 할당되어 있다.

IE 비트(915)는 전송에 관한 완료 인터럽트 인에이블(success Interrupt Enable)을 나타내는 비트로서, 
이것이 '1'이면 연결망 인터페이스(200)는 메시지 전송이 오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 전송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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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럽트를 구동하여 의뢰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음을 프로세서에게 알린다.

데이터 메시지에 대하여는 멀티캐스트 전송과 브로드캐스트 전송과 긴급 전송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M 비
트(916)와 B비트(917)와 E 비트(918)는 아무 의미가 없다.

D 비트(919)는 데이터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이터 전송(Data-transfer)정보인지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데
이터 전송정보에서는 반드시 '1'이어야 한다.

정의되지 않은 필드(910A,910B)는 사용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송신 어드레스(920)는 송신 어드레스 필드(921)와 정의되지 않은 필드(920A)로 구성된다.

상기 송신 어드레스 필드(921)는 송신노드의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저장되어 있는 송신할 전송 데이터
의 시작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데이터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64바이트 단위로 증가하므로 송신 어드레스 필드(921)는 32
비트의 지역 공유 메모리의 어드레스 중 하위 log264(=6) 비트를 제외한 상위 26비트만을 나타낸다.

상기 정의되지 않은 필드(920A)는 사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데이터의 위치 및 길이(930)는 DL(Data Length) 필드(931)와 LT(Location in Temporary data buffer) 필
드(932)와 DA(Destination address Assigned) 비트(933) 및 정의되지 않은 영역(930A,930B)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DL 필드(931)는 전송할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며, 데이터의 길이는 최대 1메가 바이트이고, 64바이
트 단위로 증가하므로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14비트가 필요하다.

상기 LT 필드(932)는 DA 필드(933)가 '0'인 경우에만 그 의미를 갖으며, 수신노드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한 임시 데이터 버퍼(Temporary Data Buffer, 이하 TDB라고 약칭함)의 프레임의 위치를 나타낸다.

TDB는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존재하며, 크기가 4킬로 바이트인 프레임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 킬
로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

상기 DA 비트(933)는 데이터 전송의 목적지 어드레스가 지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비트로서, '1'이면 목적
지 어드레스가 지정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0'이면 목적지 어드레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상기 정의되지 않은 필드(920A)는 사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데이터 수신 어드레스(940)는 수신 어드레스 필드(941)와 정의되지 않은 필드(940A)로 구성되고, DA 비트
(933)가 '1'인 경우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

상기 수신 어드레스 필드(941)는 수신한 데이터를 수신노드의 지역 공유 메모리(350)에 저장하게 되는데, 
상기 수신 데이터를 저장할 지역 공유 메모리(350)의 시작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여기서, 데이터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64바이트 단위로 증가하므로 수신 어드레스 필드(941)는 32 
비트의 지역 공유 메모리의 어드레스 중 하위 log264 (=6) 비트를 제외한 상위 26비트만을 나타낸다.

상기 정의되지 않은 필드(940A)는 사용되지 않는 영역으로서, 이 필드의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패킷 형태로 변환하는 패킷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송신노드에서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의 송신기(210)가 메시지를 패킷화하여 상호 연결망으로 송신하면, 
수신노드에서는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의 수신기(220)가 전송된 패킷을 수신하여 복원하는 과정을 수행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메시지 송수신 과정에서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와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
페이스(200)는 패킷 전송에 관한 제어 정보를 주고받는다.

제7도는 메시지 송신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7도를 참조하여 메시지 송신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101에서는 메시지의 전송을 위하여 송신노드의 프로세서가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의 메시지 
송신용 버퍼(213)에 제어 메시지(700 또는 800)나 데이터 메시지 중 데이터 전송정보(900)를 저장(writ
e)하여 메시지 송신을 요구한다.

S102에서는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상기 S101에서 전송이 의뢰된 메시지가 제어 메시지인
지 데이터 메시지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S102에서 메시지가 데이터 메시지라고 판단되면, S103에서는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직접 메모리 접근(DMA) 방식으로 지역 공유 메모리(350)로부터 64 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읽어 온다.

S104와 S105에서는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메시지를 패킷화하고, 그 패킷을 수신노드에 송
신한다.

S106에서는 현재에 응답이 없는지와 메시지의 끝인지와 데이터 패킷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S106에서 현재에 응답이 없고 메시지의 끝도 아니고 데이터 패킷이면, 상기 S103으로 진행한다.

상기 S106에서 현재에 응답이 있거나 메시지의 끝이거나 데이터 패킷이 아니면, S107에서는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수신노드로부터 응답 패킷을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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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8에서는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상기 S107에서 수신된 응답 패킷이 오류응답이거나 데
이터 전송정보 응답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S108에서 수신된 응답 패킷이 오류응답이라고 판단되거나 데이터 전송정보 응답도 아니라고 판단되
면, 상기 S102로 진행한다.

상기 S108에서 수신된 응답 패킷이 오류응답도 아니고 데이터 전송 정보 응답도 아니라고 판단되면, S109
에서는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전송 완료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상태인지 판단한다.

상기 S109에서 전송 완료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료한다.

상기 S109에서 전송 완료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상태라고 판단되면, S110에서는 전송 완료 인터럽트를 구
동하고 나서 종료한다.

제8도는 메시지 수신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제8도를 참조하여 메시지 수신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201과 S202에서는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여 그 패킷으로부터 제어 
정보 플랫(610,620,630)을 제거하여 원래의 패킷 본체(packet body)를 복원한다.

S203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S213에서는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오류응답 패킷을 송
신노드에 전송하고 종료한다.

상기 S203에서 메시지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S204에서는 상기 수신 패킷이 데이터 전송정보이거나 
메시지의 끝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S204에서 메시지가 데이터 전송정보라고 판단되거나 메시지의 끝이라고 판단되면, S205에서는 수신
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해당 응답 패킷을 송신노드에 전송한다.

S206에서는 수신 제어기(221)가 패킷본체를 메시지 수신용 버퍼(223)에 저장한다.

S207에서는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상기 S202에서 복원한 패킷 본체가 데이터 패킷인지 아
닌지를 판단한다.

상기 S207에서 데이터 패킷이라고 판단되면, S208에서는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직접 메모
리 접근(DMA) 방식으로 지역 공유 메모리에 패킷 본체인 64 바이트 크기의 블록만큼 데이터를 저장한다.

S209에서는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수신한 패킷이 메시지의 끝인지 판단한다.

상기 S209에서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료한다.

상기 S209에서 메시지의 끝이라고 판단되면, S210에서는 수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200)가 프로세서
에게 인터럽트를 구동한다.

S211에서는 인터럽트를 접속한 프로세서가 해당 메시지를 읽고나서 종료한다.

제어 메시지는 메시지 수신용 버퍼(223)에 저장되고, 데이터 메시지에서는 데이터 전송정보(900)는 메시
지 수신용 버퍼에 저장되며 데이터 부분은 수신노드의 지역공유 메모리(350)에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효과는 메모리 대응 전송방식과 DMA 기반 전송방식을 모두 지원함
으로써 메시지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최적의 전송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투명하
게 전송할 수 있고, 제어 메시지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전송 및 멀티캐스트 전송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전송 지연 시간을 줄이고 전송 대역폭을 높여 전송을 최적화하며 다양한 전송 기능을 제공함에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비한 복수개의 노드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
하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송신노드의 메시지 송신방법에 있어서, 메시지의 전송을 요구하기 
위하여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 송신용 임시저장수단 
제어 메시지나 데이터 메시지 중 데이터 전송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송신노드의 프로세서가 메시지의 전송
을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 의뢰하는 제1과정과;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
이스가 상기 제1과정에서 전송이 의뢰된 메시지가 제어 메시지인지 데이터 메시지인지를 판단하는 제1단
계; 및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메시지가 데이터 메시지라고 판단되면,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
페이스가 직접 메모리 접근 방식으로 상기 지역 공유 메모리로부터 소정 크기의 블록만큼 데이터를 읽어
오는 제2단계를 수행하여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전송할 메시지를 지역 공유 메모리
로부터 읽어오는 제2과정과;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메시지를 패킷화하여 그 메시지 
패킷을 수신노드에 전송하는 제3과정과; 현재에 응답이 없는지와 메시지의 끝인지와 데이터 패킷인지를 
판단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에서 현재에 응답이 없고 메시지의 끝도 아니고 데이터 패킷이면, 상기 
제2과정의 상기 제2단계로 진행하는 제2단계와, 상기 제1단계에서 현재에 응답이 있거나 메시지의 끝이거
나 데이터 패킷이 아니면, 송신노드의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수신노드로부터 응답 패킷을 수신하는 제3단
계와, 상기 제3단계에서 수신된 응답 패킷이 오류응답이거나 데이터 전송정보 응답인지를 판단하는 제4단
계, 및 상기 제4단계에서 응답 패킷이 오류응답이라고 판단되거나 데이터 전송정보 응답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제2과정으로 진행하는 제5단계를 수행하여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수신노
드로부터 응답 패킷을 수신하는 제4과정; 및 상기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전송 완료 인터
럽트가 인에이블 상태인지 판단하는 제1단계,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전송완료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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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료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전송 완료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상
태라고 판단되면, 상기 전송 완료 인터럽트가 인에이블 상태라고 판단되면, 상기 전송 완료 인터럽트를 
수행하고 나서 종료하는 제3단계를 수행하여 전송 완료 인터럽트를 구동하는 제5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시지 송신방법.

청구항 2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비한 복수개의 노드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
하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수신노드의 메시지 수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
결망 인터페이스가 메시지 패킷을 수신하여 그 패킷으로부터 원래의 패킷 본체를 복원하는 제1과정과; 상
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제1과정에서 수신하여 복원한 패킷 본체에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는 오류 판단 단계와, 상기 오류 판단 단계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
결망 인터페이스가 오류응답 패킷을 상기 송신노드에 전송하고 종료하는 단계와, 상기 오류 판단 단계에
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기 메시지가 데이터 전송정보 메시지이거나 메시지의 끝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끝 판단 단계에서 데이터 전송정보라고 판단되거나 메시지의 끝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수
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해당 응답 패킷을 상기 송신노드에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여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패킷에 따른 해당 응답 패킷을 송신노드에 전송하는 제2과정
과;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제1과정에서 수신하여 복원한 패킷 본체가 데이터 
패킷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패킷 판단 단계와, 상기 패킷 판단 단계에서 데이터 패킷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직접 메모리 접근 방식으로 상기 지역 공유 메모리에 소정 크
기의 블록만큼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단계와, 상기 데이터 저장 단계 수행 후, 또는 상기 패킷 판단 단
계에서 상기 패킷 본체가 데이터 패킷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상기 패킷 본체가 메시지의 끝인지 판단하는 메시지 끝 판단 단계와, 상기 메시지 끝 판단 단계에서 메시
지의 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료하는 종료 단계, 및 상기 종료 단계에서 메시지의 끝이라고 판단되면, 
메시지 수신 인터럽트를 구동하고 상기 제4과정으로 진행하는 단계를 수행하여 상기 수신노드의 상기 연
결망 인터페이스가 데이터 패킷을 상기 수신노드의 지역 공유 메모리에 저장하는 제3과정; 및 상기 수신
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메시지의 수신 완료를 상기 수신노드의 프로세서에게 알리고, 상기 수
신노드의 프로세서가 수신된 해당 메시지를 읽고나서 종료하는 제4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수신방법.

청구항 3 

연결망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비한 복수개의 노드들이 상호 연결망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메시지를 전달
하는 메시지 전달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메시지 구성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의 직
접적인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전송정보로 이
루어지되, 그 데이터 전송 정보는,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전송의 기본적인 제어정
보를 나타내는 메시지 전송정보 영역과, 데이터를 송신하는 송신측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송신 
어드레스 영역과, 상기 데이터가 있는 위치와 상기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데이터 위치 및 길이 영역
과, 상기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측의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목적지 어드레스 영역과, 사용자가 임
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영역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메시지와;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
가 상기 상호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전송과 점대점 전
송에 필요한 각종 제어명령을 포함하고, 브로드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어정보를 나타내는 메시지 전송정보 영역 및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영역
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와; 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어정보를 나타내
는 메시지 전송정보 영역과, 소정 개수의 멀티캐스트 노드 식별자 영역, 및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해서 사
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영역으로 이루어져 멀티캐스트 전송에 필요한 각종 제어명령을 포함하는 멀티캐
스트 제어 메시지; 및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 패킷을 위한 제어 패킷용 제어정보플릿과, 데이
터 메시지의 데이터 전송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제어 패킷을 위한 데이터 제어 패킷용 제어정보 플
릿과,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 부분을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위한 데이터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 
및 전송 받은 패킷에 대한 응답을 회신하기 위한 응답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으로 이루어진 제어정보 플릿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메시지 전송정보 영역이, 송신노드에 존재하는 소정 개수의 프로
세서 중 어느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 의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송신 프로세
서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전송
하고자 하는 데이터 전송정보의 길이를 나타내는 메시지 길이 또는 전송정보 길이 필드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목적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목적지 노드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 전송이 오류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 완료 인터럽트의 인에이블 상태에 따라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전송
완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프로세서가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게 의뢰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
음을 상기 프로세서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전송에 관한 전송 완료 인터럽트의 인에이블 상태를 나타
내는 전송 완료 인터럽트 인에이블 필드와;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멀티캐스
트 필드와; 상기 브로드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브로드캐스트 필드와; 상기 연결망 인터
페이스가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 전송임을 나타내는 긴급 필드와; 데
이터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또는 데이터 전송정보의 실재 길이가 상기 메시지 길이 또는 데이터 전송정
보 길이 필드의 값에 1을 더한 값의 4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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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식별자 필드의 크기가, 상기 상호 연결
망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의 최대 개수의 정수를 2를 밑으로 하는 로가리듬을 취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의 크기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메시지에 대하여는 멀티캐스트 전송과 브로드캐스트 전송과 긴급 전송이 지
원되지 않으므로, 상기 멀티캐스트 필드와 상기 브로드캐스트 필드와 상기 긴급 필드가 아무런 의미도 없
으며, 상기 데이터 메시지에 대하여는 상기 데이터 전송 필드가 데이터 메시지가 전송됨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을 위한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송신 어드레스 영역이, 송신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시작 어드레스
를 나타내는 송신 어드레스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
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위치 및 길이 영역이, 전송할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데이터 길이 필드
와; 수신노드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할 지역 공유 메모리 내의 저장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위치 
필드와; 데이터 전송의 목적지 어드레스가 지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목적지 어드레스 지정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위치 필드가 나타내는 데이터의 저장위치가, 수신노드의 지역 공유 메모리 
내에 있고 소정 개수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임시 데이터 버퍼의 프레임들 중에서 데이터가 저장된 특정 프
레임의 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 지정 필드가 목적지 어드레스가 지정되지 않음을 의미할 때에만 
상기 데이터 위치 필드가 의미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2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목적지 어드레스 영역이, 수신노드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할 지역 공유 
메모리 내의 시작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수신 어드레스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어드레스 지정 필드가 목적지 어드레스가 지정되었음을 의미할 때에만 상기 
데이터 목적지 어드레스 영역이 의미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전송정보 영역이, 송신노드에 존재하는 소정 개수의 프로세서 중 어느 프로
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 의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송신 프로세서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 길이를 나타내는 메시지 길이 필드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목적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목적지 노드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 전송이 오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 전송 완료 인
터럽트의 인에이블 상태에 따라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전송완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프로세서가 상
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게 의뢰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음을 상기 프로세서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전송에 관한 완료 인터럽트의 인에이블 상태를 나타내는 완료 인터럽트 인에이블 필드와; 상기 멀
티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멀티캐스트 필드와; 상기 브로드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
을 나타내는 브로드캐스트 필드와;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
로 전송하는 긴급 전송임을 나타내는 긴급 필드와; 데이터 전송정보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 필
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메시지의 실제 길이가 상기 제어 메시지 길이 필드의 값에 1을 더한 값의 4
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식별자 필드의 크기가, 상기 상호 연결
망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의 최대 개수의 정수를 2를 밑으로 하는 로가리듬을 취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의 크기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에 대하여는 상기 멀티캐스트 필드가 멀티캐
스트 데이터 전송이 아님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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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에 대하여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필드가 브로
드캐스트 제어 메시지 전송임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브로드캐스트 및 점대점 제어 메시지에 대하여는 상기 데이터 전송 필드가 데이터 
전송정보가 전송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의 메시지 전송정보 영역이, 송신노드에 존재하는 소정 개
수의 프로세서 중 어느 프로세서가 메시지 전송을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 의뢰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송
신 프로세서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송신노드 식별자 필
드와;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메시지 길이 필드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목적지 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목적지 노드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 전송이 오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에 완료 인터럽트의 인에이블 상태에 따라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전송완료 인터럽트를 
구동하여 프로세서가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에게 의뢰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였음을 상기 프로세
서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전송에 관한 전송 완료 인터럽트의 인에이블 상태를 나타내는 전송 완료 인
터럽트 인에이블 필드와;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멀티캐스트 필드와; 상기 브
로드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브로드캐스트 필드와;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 전송임을 나타내는 긴급 필드와; 데이터 전송정보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데이터 전송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메시지의 실재 길이가 상기 제어 메시지 길이 필드의 값에 1을 더한 값의 4
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식별자 필드의 크기가, 상기 상호 연결
망에 연결될 수 있는 노드의 최대 개수의 정수를 2를 밑으로 하는 로가리듬을 취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의 크기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에 대하여는 상기 멀티캐스트 필드가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임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에 대하여는 상기 브로드캐스트 필드가 브로드캐스트 전송
이 아님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에 대하여는 데이터 전송 필드가 데이터 전송정보가 전송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의 상기 멀티캐스트 노드 식별자 영역이 소정 개수의 멀티
캐스트 노드 식별자 필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노드 식별자 필드가 멀티캐스트 데이터 전송방식으로 전송할 수신노드의 식
별자를 나타내는 멀티캐스트 노드 식별자 구역; 및 상기 노드 식별자 구역의 유효여부를 나타내며,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유효한 노드 식별자가 가리키는 노드에게만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
는 식별자 유효 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과 상기 데이터 제어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이, 패킷의 
형태를 나타내는 패킷 형태 필드와;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이 임시로 저장될 송신 임시저장 수단을 지정하
는 송신 임시저장 수단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의 길이를 나타내는 패킷 길이 필드와; 멀티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멀티캐스트 필드와; 상기 브로드캐스트 제어 메시지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브로드캐스
트 필드와;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가 그 해당 메시지를 타 메시지보다 우선적으로 전송하는 긴급 전송임
을 나타내는 긴급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형태 필드가 제어 패킷임을 나타내거나 데이터 제어 패킷임을 나타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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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임시저장 수단 식별자 필드가 패킷 응답시에 송신노드의 상기 연결망 인터페
이스에 되돌려짐으로써 어느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를 상기 연결망 인터페이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길이 필드가 패킷의 헤더인 경로제어 태그와 상기 제어정보 플릿을 제외한 
패킷 본체의 실재 길이를 나타내며, 그 실재 길이가 상기 패킷 길이 필드의 값에 1을 더한 값의 4배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이, 패킷의 형태를 나타내는 패킷 형태 필드와; 전송
하고자 하는 패킷이 임시로 저장될 송신 임시저장 수단을 지정하는 송신 임시저장 수단 식별자 필드와; 
메시지를 송신하는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송신노드 식별자 필드와; 전송 오류가 발생한 데
이터 패킷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패킷 일련번호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형태  필드가  데이터  패킷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패킷용 제어정보 플릿이, 패킷의 형태를 나타내는 패킷 형태 필드와; 전송오
류가 검출된 수신된 패킷이 임시로 저장되었던 송신 임시저장 수단을 지정하는 오류송신 임시저장 수단 
식별자 필드와; 전송 오류가 검출된 수신된 패킷을 보낸 송신노드의 고유 식별자를 나타내는 오류송신노
드 식별자 필드와; 전송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 패킷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패킷 일련번호 필드와; 순서 
오류와 패리티 오류와 버퍼 충만 오류 이외의 패킷을 수신할 수 없는 오류를 나타내는 수신불가 오류 필
드와; 임시저장 수단의 충만에 관한 오류를 나타내는 임시저장 수단충만 오류 필드와; 수신한 패킷에 패
리티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는 패리티 오류 필드와; 패킷 전송 과정에서 전송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아서 
순서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는 순서오류 필드와; 응답 형태를 나타내는 응답형태 필드; 및 향후 기능을 
확장할 때에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무정의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형태 필드가 응답 패킷임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형태 필드가 메시지 단위 수신응답과, 메시지 전송정보 수신 응답과, 데이터 
패킷에서 전송오류가 발생했음을 응답하는 데이터 패킷 오류응답과, 데이터 이외의 패킷 오류응답 중에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청구항 37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일련번호 필드가 상기 응답형태 필드가 데이터 패킷 오류응답임을 의미하는 
값을 나타낼 때에만 유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메시지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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