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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내 스위치 입력버퍼와 메모리간에서의 흐름제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는 다수의 포트들 및 다수의 입력 버퍼들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입력버퍼들 각
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여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로 제공하는 과정과,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를 리드하여 수신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처리동작과 송신처리동작중의 하나에 우선순위를 할당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신 및 송신 처리동작을 수행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패킷 스위치, 흐름제어, 우선순위 할당, 스케쥴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입력버퍼와 메모리간의 흐름 제어를 위한 이더넷 스위치의 개략 블록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입력버퍼와 메모리간의 흐름제어를 위한 이더넷 스위치의 블록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더넷 스위치내 스위치 입력버퍼와 메모리간에서의 흐름
제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더넷 스위치(ethernet switch)라고 하는 새로운 LAN기기가 등장했다. 이더넷 스위치는 한마디
로 멀티포트(multi-port) 브릿지라고 할 수 있다. 이더넷 스위치의 각 포트에 연결된 각 이더넷에는 수십 
내지 수백Mbps(mega bit per second) 전송속도를 가지게 할당되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고속의 데이터 전
송이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더넷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이더넷 세그먼트 패킷을 효율적으
로 다른 세그먼트에 전송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더넷 스위치는 다수의 포트들 예컨대, 포트①∼⑧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다수의 포트들중 각 포트들에 연결된 각 이더넷에 한 대의 단말 예컨대, PC(Personal Computer)들을 접속
시키고 있다. 또한 주변로직으로 이더넷스위치를 경유하는 패킷 및 포트 제어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와, 이더넷 스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CPU(Central Processing Unit)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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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스위치 장치는 상기 CPU가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로 크게 분류되며, CPU가 있는 구조의 이더넷 스위치
는 통상 관리 스위치(managed switch)라 칭해지며, 상기 CPU가 없는 구조의 이더넷 스위치는 통상 비관리 
스위치(unmanaged switch)라 칭해진다.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는 각 포트들에 대응된 물리계층부(Physical 
layer: PHY)와 매체 엑세스 제어부(Media Access Control: MAC) 및 각 포트를 제어하는 포트제어부 등등
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이더넷 스위치는 각 포트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입력버퍼에 임시 저장하고 목적하는 포트를 찾는 
기능(destination  MAC  address  search)을  수행한  후  그  패킷을  이더넷  스위치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때, 패킷 스위치가 오버로드상태가 되면 입력버퍼에 인가된 패킷에 대한 처리시간이 지연된다. 그에 따
라 상기 입력버퍼는 이후에 계속해서 인가되는 패킷들에 의해 오버플로우(over flow)가 발생되므로 결국 
상기 입력버퍼에 저장되지 못하는 패킷들은 드롭된다. 이는 이더넷 스위치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를 도 1의 일 예 구성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입력버퍼와 메모
리간의 흐름 제어를 위한 이더넷 스위치의 개략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에서, 입력버퍼 및 제어부들(2-
1,..,2-N) 각각은 이더넷 스위치에 구비된 다수의 입력포트들에 각각 대응 연결되며, 대응된 입력포트를 
통해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를  내부의  입력버퍼에  임시  저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트제어부들(4-
1,..,4-N) 각각은 입력버퍼 및 제어부들(2-1,..,2-N) 각각에 대응 연결되어 있으며, 각 포트의 수신동작 
및 송신동작을 관장한다. 또한 각 동작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고 필요한 명령을 하위의 블록으로 전달하
며,  상기  하위의  블록과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6)는 포트제어부들(4-
1,..,4-N)이 서비스할 각각의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래 기술에 따
라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6)는 모든 포트에 대해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해준다. 메모리(8)는 어드
레스 서치를 위한 서치 메모리, 링크 설정을 위한 링크메모리,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는 패킷 메모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6)에서는 수신 또는 송신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 포트제어부들(4-
1,..,4-N)중 해당 포트제어부를 제어하여 패킷 데이터가 송신 또는 수신되게 한다. 송신시에는 포트 서비
스 스케쥴러(6)에 의해 메모리(8)에 저장된 패킷데이터가 리드되어 해당 포트로 출력되게 제어되며, 수신
시에는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6)에 의해 수신데이터가 메모리(8)에 저장된다.  

이때, 패킷 스위치가 오버로드상태(혼잡상태)가 되면 입력버퍼에 인가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처리시간이 
지연된다. 그에 따라 상기 입력버퍼는 이후에 계속해서 인가되는 패킷들에 의해 오버플로우(over flow)가 
발생되므로 결국 상기 입력버퍼에 저장되지 못하는 패킷들은 드롭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이더넷 스위치는 각 포트 입력버퍼의 상태에 상관없이 각 포트에 대해 동일한 
우선순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혼잡상태에서 입력버퍼 풀(input buffer full)인 포트의 패킷 드롭을 효
과적으로 회피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더넷 스위치내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처리지연에 따른 데이터 손실을 효과
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더넷 스위치내의 다수의 포트들의 처리 우선순위를 두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패킷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목적에 따라,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는 다수의 포트들 및 다수의 입력 버퍼들을 구비하며, 상
기 다수의 입력버퍼들 각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상기 이
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여 각각의 버퍼상태정
보로 제공하는 과정과,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를 리드하여 수신 처리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 구비된 다
수의 포트들과, 상기 다수의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다수의 포트 입력 버퍼들과, 상기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여 각각의 버퍼상
태정보로 제공하는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와,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
를 상기 다수의 포트 각각에 할당하게 스케쥴링하는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로 구성하여, 상기 이더넷 스위
치가 상기 할당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를 리드하여 수신 처리
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입력버퍼와 메모리간의 흐름제어를 위한 이더넷 스위치의 블록 구성도
로서, 도 1의 구성과 대비하여 볼 때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12-1,..,12-N)이 추가 구비되어 있다. 입력
버퍼 상태 체크부들(12-1,..,12-N) 각각은 입력버퍼 및 제어부들(10-1,..,10-N) 각각에 대응 연결되어 있
으며, 또한 포트 제어부들(14-1,..,14-N) 각각에 대응 연결되어 있다. 

도 2에서, 입력버퍼 및 제어부들(10-1,..,10-N) 각각은 이더넷 스위치에 구비된 다수의 입력포트들에 각
각 대응 연결되며, 대응된 입력포트를 통해 입력되는 패킷 데이터를 내부의 입력버퍼에 임시 저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12-1,..,12-N) 각각은 대응 연결된 포트 입력버퍼 및 제어부
(10-1,..,10-N)내의 입력버퍼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른 버퍼상태정보를 대응 연결된 각 포트제어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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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4-N)에게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12-1,..,12-N) 각각에
는 입력버퍼가 풀이 될 가능성을 있음을 나타내는 버퍼 풀 경고 임계치를 미리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
응연결된 대응 연결된 포트 입력버퍼 및 제어부(10-1,..,10-N)내의 입력버퍼의 상태(데이터량)과 상기 버
퍼 풀 경고 임계치를 비교하고, 만약 상기 입력버퍼의 상태(데이터량)가 상기 미리 설정된 버퍼 풀 경고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버퍼 풀 경고메시지(버퍼상태정보)를 포트 제어부(14-1,..,14-N)로 제공한다.

포트제어부들(14-1,..,14-N)  각각은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12-1,..,12-N)  각각에  대응  연결되어 
있으며, 각 포트의 수신동작 및 송신동작을 관장한다. 또한 각 동작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고 필요한 명
령을 하위의 블록으로 전달하며, 상기 하위의 블록과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특히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포트제어부들(14-1,..,14-N) 각각은 대응 연결된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12-1,..,12-N)로부터 
버퍼  풀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이를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16)로  제공한다.  또한 포트제어부들(14-
1,..,14-N) 각각은 상기 버퍼 풀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수신처리동작과 송신처리동작 중 수신처리동작
에 우선순위를 할당해 주어 우선적으로 처리될 있게 한다. 그리고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16)에서 우선순
위를 할당해 주면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대응 연결된 입력버퍼 및 제어부(10-1,..,10-N)내 입력버퍼에 임
시 저장되어 있는 패킷 데이터를 리드하여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16)에 제공한다.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16)는 포트 제어부들(14-1,..,14-N)에서 제공되는 버퍼 풀 경고 메시지를 이용하여 
포트제어부들(14-1,..,14-N)이 서비스할 각각의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
다. 즉 포트 제어부들(14-1,..,14-N)중 버퍼 풀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포트 제어부에 대응된 포트에 우
선순위를 할당하도록 스케쥴링한다. 그러므로 입력버퍼들중 버퍼 풀 위험이 있는 포트들에 대해서는 최우
선 순위를 갖고 입력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포트 서비스 스케줄러(16)는 스케쥴에 따라 메
모리(18)에 저장된 패킷 데이터를 라이트 또는 리드한다. 메모리(18)는 어드레스 서치를 위한 서치 메모
리, 링크 설정을 위한 링크메모리, 패킷 데이터를 저장하는 패킷 메모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메모리(1
8)에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흐름 제어에 의거하여 패킷 데이터가 저장되며, 특정 포트로 출력시 상
기 메모리(18)에 저장된 패킷데이터가 리드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
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
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입력버퍼 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포트들이 먼저 서비스됨에 따라 혼잡상황에
서도 상기 포트들에서 패킷 드롭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송이 이루어지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더넷 스위치는 다수의 포트들 및 다수의 입력 버퍼들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입력버퍼들 각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여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로 제공하는 과정과,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할당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를 리드하여 수신 처리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상태정보는 상기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미리 설정된 풀 경고 임계치와 비
교함에 의해서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 입력버퍼의 상태가 미리 설정된 풀 경고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는 포트에 최우
선순위를 할당하여 우선적으로 수신처리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처리동작과 송신처리동작중의 하나에 우선순위를 할
당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신 및 송신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더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더넷 스위
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 

청구항 5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 구비된 다수의 포트들과, 

상기 다수의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다수의 포트 입력 버퍼들과, 

상기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여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로 제공하는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와, 

각각의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각 포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상기 다수의 포트 각각에 할당하게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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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는 포트 서비스 스케쥴러로 구성하여, 

상기 이더넷 스위치가 상기 할당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를 리
드하여 수신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는 상기 다수의 포트 입력 버퍼들 각각에 대응 연결된 다수의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 각각에 대응 연결되며, 상기 다수의 입력버퍼 상태 
체크부들 각각에서 제공하는 버퍼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처리동작과 송신처리동작중의 하나에 우선순위
를 할당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수신 및 송신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다수의 포트 제어부들을 더 구비함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이더넷 스위치는 다수의 포트들 및 다수의 포트 입력 버퍼들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
름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과, 

상기 체크된 포트 입력버퍼들중의 버퍼상태가 미리 설정된 풀 경고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입력버
퍼에 대한 풀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풀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입력포트의 수신처리동작과 송신처리동작중에서 수신처리동작에 우
선순위를 할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흐름제어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풀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입력포트의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
를 우선적으로 리드하여 수신 처리하는 과정을 더 가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
법. 

청구항 10 

이더넷 스위치는 다수의 포트들 및 다수의 포트 입력 버퍼들을 구비하며, 상기 다수의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은 상기 포트들 각각에 대응되며 수신된 패킷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상기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
름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포트 입력버퍼들 각각의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과, 

상기 체크된 포트 입력버퍼들중의 버퍼상태가 미리 설정된 풀 경고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입력버
퍼에 대한 풀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과정과, 

상기 풀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해당 입력포트의 입력버퍼들 각각에 저장된 패킷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리
드하여 수신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이더넷 스위치에서의 흐름제어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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