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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ＮＧＩＯ/ＩＮＦＩＮＩＢＡＮＤ 어플리케이션용 리모트 키검증을 위한 방법 및 메커니즘

요약

호스트 시스템에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스위치 패브릭에 접속하기 위해 설치된 하나 이상의 호스트-패브릭 어댑터가 제공

된다.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는 접속을 설정하고, 스위치 패브릭을 통한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도록 배치된 적

어도 하나의 마이크로-엔진(ME);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 및 송신하도

록 배치된 직렬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호스트 데이터 작업 요청을 수신 및 송

신하도록 배치된 호스트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컨텍스트 메

모리;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호스트 데이터 전송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마이크로-엔진(ME)에 필요한 컨텍스트 정

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배치된 도어벨 관리자, 및 대기중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

하고 리모트 키를 관리하도록 배치된 리모트 키 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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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 트랜잭션,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데이터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이러한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대기중인 데이터 트랜잭션(예컨

대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구비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host-fabric adapter)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데이터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점 대 점 링크에 의해 접속된, 독립적이고, 군집되어진 복수 노드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다. 각 노드는 스위치/스위치 소자, 리피터 및 라우터와 같은 중간 노드일 수 있으며, 또는 호스트 시스템 및 I/O 유니트(예

컨대, 데이터 서버, 저장 서브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치)와 같은 네트워크 내의 종단-노드일 수도 있다.

1995년 6월 1일, PCI Special Interest Group(SIG)에 의해 발표된 "PCI Local Bus Specification, Revision 2.1"에 기재

된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와 같은 현존하는 상호접속 전송 메커니즘은 I/O 장치로부터 I/O 장치

로, 즉 저장 서브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저장 서브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치로 데이터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메시지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PCI 버스는 저장 서브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저장 서브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치로 메시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공유 I/O 버스를 포함하는 공유 메모리-맵 버스 아키텍쳐

(shared memory-mapped bus architecture)를 이용한다. 공유 I/O 버스는, 추가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주변장치가 요구

될 때, 신뢰성(reliability), 융통성(flexibility), 범위성(scalability) 문제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및 네트워크 주변장치 사이

에 요구되는 버스 중재(Bus arbitration)로 인하여 상당한 성능 제한을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상호접속 기술

은 컴퓨터의 진보와 증가된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것에 실패하였고, 서버군, 어플리케이션 처리, 및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

에 의해 생성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enterprise computing)에 부하가 부여된다.

현재의 PCI 버스 아키텍쳐의 결점에 대한 최근의 해결책으로는 1999년 7월 20일, NGIO Forum의 "Next Generaton

Input/Output(NGIO) Specification" 및 2000년 10월 24일 InfiniBandTM Trade Association의 "InfiniBandTM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 발표된 바와 같이, 데이터 네트워크에서의 종단-노드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해, 공유 메모리-맵 버스 아키텍쳐를 대신하여 스위치된 패브릭(fabric)과 분리 I/O채널을 이용하는 표준-기반 I/O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Intel Corporation 및 기타 회사에 의해 개발되어진 인피니밴드(InfiniBand TM) 및 그 선행자

(predecessor)인 NGIO(Next Generation I/O)가 있다. NGIO/InfiniBandTM를 이용하면, 호스트 시스템은 1997년 12월

16일 Compaq Corp., Intel Corp., 및 Microsoft Corp.에 의해 발표된 "Virture Interface(VI) Architecture

Specification, Version 1.0"에 따라 가상 인터페이스(Virtual Interface: VI)를 이용하여 하나 이상의 리모트 시스템과 통

신할 수도 있다. NGIO/InfiniBandTM 및 V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지정된 채널을 거쳐 상이한

시스템 상의 두 메모리 영역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VI 아키텍쳐를 이용하는 각 호스트 시

스템은, 작업 요청(WR)이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과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세싱 및/또는 전송을 위해 이동되어질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포스트되는 인바운드 큐(inbound queue) 및 아웃바운드 큐(outbound queue)를 포함하는 쌍으로

형성된 작업 큐(work queue)로서 알려져 있는 VI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각 호스트 시스템은 메시지 데이터 전송(메시지

발신 오퍼레이션)을 개시하는 소스(기동자: initiator) 시스템이나, 메시지 패싱 오퍼레이션(메시지 수신 오퍼레이션)의 타

겟 시스템으로서 동작할 수도 있다.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작업 요청은, 발신/수신 오퍼레이션과 같은 데이터 전송 오퍼레

이션과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emote direct memory access) ARDMA@ 판독/기록 오퍼레이션 동안, 작업 큐 구성

요소(WQE)로 불리는 작업 명령어(work instructon)가 소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와 관련된 작업 큐상에 포스트되도

록 야기한다.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호스트 시스템에서 통신 장치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채널이 생성 및 관리되어 요청

된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수 있다.

NGIO/InfiniBandTM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최신의 상호접속 기술이기 때문에, NGIO/InfiniBandTM용으로 특별하게 실행

되는 인터페이스 메카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다 상세하게, 호스트 시스템에서의 통신 장치 사이의 데이터 이동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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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또는 호스트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을 지

원하기 위해, 채널에 기반한 스위치 패브릭 아키텍쳐(switched fabric architecture)를 이용하여, 호스트 시스템을 데이터

네트워크에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존하는 호스트 시스템용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최신의 NGIO/InfiniBandTM 상호접속 기술에 적응되지 않으며, 따라서 NGIO/InfiniBandTM의 기능성에 대해 최적

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NGIO/InfiniBandTM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채널-기반 스위치 패브릭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데이터 네트워크에 있

어서 호스트 시스템에 성능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설계된 호스트 패브릭 아댑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네트워

크에 있어서, 채널-기반 스위치 패브릭을 통하여 외부 데이터 트랜잭션(예컨대,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를 관리 및 검증하기 위한 방법 또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호스트 시스템에는 데이터 네트워크의 스위치 패브릭에 접속하기 위해 설치된 하나 이상의 호스트-패브릭 어댑터가 제공

된다.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는 접속을 설정하고, 스위치 패브릭을 통한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도록 배치된 적

어도 하나의 마이크로-엔진(ME);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 및 송신하도

록 배치된 직렬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호스트 데이터 작업 요청을 수신 및 송

신하도록 배치된 호스트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컨텍스트 메

모리;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호스트 데이터 전송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마이크로-엔진(ME)에 필요한 컨텍스트 정

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배치된 도어벨 관리자, 및 대기중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

하고 리모트 키를 관리하도록 배치된 리모트 키 관리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의 보다 완전한 이해와 본 발명에 수반되는 많은 장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동일한 번

호를 부여한 도면과 함께 설명되는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다 명백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 노드가 기본 스위치의 대응 링크에 의해 상호접속된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례를 나타

내는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 노드가 다단 스위치 패브릭의 대응 링크에 의해 상호접속된 데이터 네트워크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3a∼3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네트워크의 예에 있어서 소스 노트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전송된 메시지 데이

터 패킷 포맷과,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포스트된 작업큐 구성요소(Work Queue Element(WQE))의 형태인 작업 요

청(work request)을 나타내는 도면.

도4a∼도4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네트워크의 예에서 호스트 시스템의 예의 블록도.

도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OS)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스택의 예를 나타내는 도

면.

도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위치 패브릭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NGIO/InfiniBandTM 및 VI 아키텍쳐

를 이용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블록도.

도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NGIO/InfiniBandTM 및 VI 아

키텍쳐에 부합하도록 구성된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패브릭 어댑터의 마이크로-엔진(ME)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패브릭 어댑터의 마이크로-엔진(ME)의 구현예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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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메모리에서의 대기중인 RDMA 오퍼레이션에 따르는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

하기 위한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emote Key Manager Block: RMB)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높은 레벨의 리모트 키 검증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의 개별적인 키 검증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일반적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 오퍼페이션의 예시적인 타이밍 도.

도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일반적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 오퍼레이션의 종료시 예시적인 타이밍 도.

도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의 예시적인 타이밍 도로서, 보호 도메인(PD)의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의 도면.

도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의 예시적인 타이밍 도로서, 다중 키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

의 도면.

도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의 예시적인 타이밍 도로서, 간헐적인 RQ 메모리 억세스가

있는 경우의 도면.

모든 도면에있어서, 가상 인터페이스(VI) 아키텍쳐 사양에서 설명되 바와 같은 "VI"라는 용어는 "Next generation Input/

Output(NGIO) Specification"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작업큐 쌍(Work Queue Pair: WQP)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InfinBandTM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 설명된 바와 같은 큐 쌍(queue pair: QP)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VI", "WQP" 및 "QP"는 상호 교환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실시예

본 발명은, 컴퓨터, 서버, 주변장치, 저장 서브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통신장치 등의 종단국(end station)를 서로

연결하는 후속 칩 설계(follow-on chip design)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데이터 네트워크, I/O 하드웨어 어댑터 및 칩셋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데이터 네트워크의 예는, NGIO(Next Generation I/O), FIO(Future I/O), InfiniBandTM 및 가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용될 수도 있는, 채널 기반 스위치 패브릭 아키텍쳐를 포함하는 그

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새롭게 개발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포함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와이드 에어리어 네

트워크(WAN), 캠퍼스 에어리어 네트워크(CAN),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MAN), 글로벌 에어리어 네트워크

(GAN),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WPAN), 및 시스템 에어리어 네트워크(SAN)를 포함한다. LAN 시스템은

이더넷, FDDI(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토큰 링 LAN, 비동기식 전송 모드(ATM) LAN, 광섬유 채널, 및 무선

LAN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략하게 하기 위해, 대응 링크와 스위치에 의해 상호접속된 복수개의 예시적인 노드를

갖는 단순한 데이터 네트워크(예컨대, 컴퓨터, 서버 및 I/O 유니트)에서 채널 접속용의 물리적 링크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

의 하드웨어 패브릭 어댑터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을 주로 하여 설명하겠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통신을 위해 복수의 상호접속된 노드를 갖는 간단한 데이터 네트워크

(10)가 도시된다. 도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네트워크(10)는 예컨대, 하나 이상의 중심 스위치(100) 및 4개의 상이

한 노드(A,B,C,D)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각 노드(종단점)는 하나 이상의 I/O 유니트,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컴퓨터 및/또는 서버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에 대응할 수도 있다. I/O 유니트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메

모리, 하나이상의 I/O 제어기 및 그에 연결되는 기타 로컬 I/O 리소스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LAN) 어댑터와 같은 단일 I/O 장치로부터 대용량 메모리 리치 RAID 서브시스템(large memory rich RAID subsystem)

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정렬될 수 있다. 각 I/O 컨트롤러(IOC)는 I/O 서비스 또는 I/O 기능을 제공하고, 예컨대 로컬 에어

리어 네트워크(LAN) 또는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을 통해 저장 장치(예컨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테이프 드

라이브) 등의 하나 이상의 I/O 장치를 국부적으로 또는 원격으로 제어하도록 동작할 수도 있다.

중앙의 스위치(100)는, 예컨대 대응하는 물리적 링크(110,112,114,116)를 경유하여 4개의 상이한 노드(A,B,C,D)의 대응

하는 노드에 각각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포트(0,1,2,3)를 포함할 수도 있다. 각 물리적 링크는 복수의 논리적인 지점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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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point-to-point) 채널을 지원할 수도 있다. 각 채널은 쌍방향(bi-directional) 통신 경로일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 내의

두개의 접속된 노드(예컨대, 호스트 시스템, 스위치/스위치 구성요소, 및 I/O 유니트) 사이에서 명령어 및 데이터가 교류하

는 것을 허용한다.

각 채널은 단일 지점 대 지점 접속(single point-to-point connection)으로 언급될 수도 있으며, 여기서 데이터는 종단점

(endpoint)들 사이에서 전송될 것이다. 중앙의 스위치(100)는, 대응하는 링크를 통해 소스 노드(데이터 송신기)로부터 타

겟 노드(데이터 수신기)로 데이터를 라우팅하기 위해, 예컨대 명백한 라우팅 및/또는 목적지 주소 라우팅을 이용하는 특정

라운팅 정보 및 중복(redundancy)을 위한 리라우팅(re-routing)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1에 나타낸 종단점 또는 종단국(end station)(예컨대, 호스트 시스템 및 I/O 유니트), 스위치 및 링크의 특정 수와 구성은

예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로서 간단하게 제공된다. 모든 형태의 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복수의 종단국(예컨대, 호스

트 시스템 및 I/O 유니트), 스위치, 및 링크의 각종 구현 및 배열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가지 예 또는 구현에 따르면, 도1에 나타낸 예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의 종단점 또는 종단국(예컨대, 호스트 시스템 및

I/O 유니트)은 1999년 7월 20일, NGIO Forum의 "Next Generaton Input/Output(NGIO) Specification" 및 2000년 10월

24일, InfiniBandTM Trade Association의 InfiniBandTM Architecture Specification와 호환된다.

NGIO/InfiniBandTM 사양에 의하면, 스위치(100)는 NGIO/InfiniBandTM 스위치 패브릭(예컨대, 링크, 라우터, 스위치 및/

또는 복수의 호스트 시스템과 I/O 유니트를 접속하는 스위치 구성요소)일 수 있으며, 종단점은 하나 이상의 호스트채널 어

댑터(HCA)를 포함하는 호스트 시스템, 또는 하나 이상의 타겟 채널 어댑터(TCA)를 포함하는 I/O 유니트와 같은 리모트

시스템일 수도 있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와 타겟채널 어댑터(TCA) 양자 모두 NGIO 스위치 패브릭에 대한 인터페이

스 종단점에 제공된 패브릭 어댑터로서 고려될 수도 있고, 1999년 5월 13일, NGIO 포룸에서 설명된 "Next Generation I/

O Link Architecture Specification: HCA Specification, Revision1.0" 및/또는 NGIO/InfiniBandTM Specification에 일

치하여 구현되어, 종단점(노드)들이 상호간 초당 2.5기가 바이트의 최소 데이터 전송율을 갖는 NGIO/InfiniBandTM 채널

을 거쳐 통신할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도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NGIO/

InfiniBandTM 아키텍쳐를 이용하는 예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예컨대, 시스템 에어리어 네트워크(SAN))를 나타낸다. 도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네트워크(10')는 호스트 시스템과 리모트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특정 채널을 거쳐 다수의 다

른 호스트 시스템과 리모트 시스템과 통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NGIO/InfiniBandTM 스위치 패브릭(100')(복수의 스위치로

이루어진 다단 스위치 패브릭)을 포함한다. 채널 접속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으로, 소스 및 목적지 종단점(예컨대, 호스트와

리모트 시스템, 및 스위치 패브릭(100')에 접속된 I/O 유니트)에서의 2개의 작업 큐 쌍(work queue pair)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스위치 패브릭(100')상에 구현된다. 각 채널은 여러개의 상이한 접속 시멘틱(semantic)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

다. 물리적으로, 채널은 호스트 시스템의 하드웨어 포트에 결합될 수 있다. 각 채널은 응답(acknowledge)되거나 무응답

(unacknowledged)될 수 있다. 응답된 채널은 채널의 리모트 종단에서 검출된 에러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메시지와 데이

터의 안정적인 전송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시스템과 리모트 시스템 중 어느 하나 사이의 단일 채널이 충분하지

만, 인접한 포트들 사이의 데이터 전송 분산(data transfer spread)은 대기시간(latency)을 감소시키고 밴드 폭을 증가시

킨다. 따라서, 제어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분리하기 위한 분리 채널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하나의 채널이 메시지

를 요청하고 응답하기 위해 생성될 수도 있다. 분리된 채널 또는 채널의 집합이 호스트 시스템과 임의의 리모트 시스템 사

이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키기 위해 생성될 수도 있다. 또한, 임의 개수의 종단국, 스위치 및 링크가 대응하는 NGIO/

InfiniBandTM 링크를 통하여 종단국과 스위치 사이에서 패킷 그룹의 데이터에 응답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노드(A)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스트 컴퓨터 또는 호스트 서버와 같은 호스트 시스템

(130)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다. 유사하게, 노드(B)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WAN),

이더넷, ATM, 및 광섬유 채널 네트워크을 포함하고(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고속의 직렬 링크를 통해 접속되어 있는

기타 네트워크(150)를 나타낼 수도 있다. 노드(C)는 하나 이상의 I/O제어기와 그곳에 접속된 I/O 유니트를 포함하는 I/O

유니트(170)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노드(D)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타겟 컴퓨터 또

는 타겟 서버와 같은 리모트 시스템(190)을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노드(A,B,C,D)는 호스트 시스템(130)과 리모트 시스

템(150,170,190) 사이의 중간 노드로서 동작하는 NGIO 패브릭(100')의 각 스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단 스위치 패브릭(100')은 전체 네트워크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스위치에 접속된 패브릭 관리자(250)를 포함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패브릭 관리자(250)는 호스트 시스템(130), 제2 네트워크(150), I/O 유니트(170), 또는 리모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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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중 어느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선택적으로 내포되어 전체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관리할 수도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패브릭 관리자(250)는 네트워크 토폴리지를 학습하고, 스위치 테이블을 결정하거나 데이터 베이스를 포워딩하고, 네트워

크에 있어서 오류나 링크 실패를 검출 및 관리하고, 다른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120)는 고속의 직렬 NGIO/InfiniBandTM 링크를 통하여 호스트 시스템(130, 예컨대 서버)의 메

모리 제어기(미도시)와 스위치 패브릭(100')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유사하게, 타겟 채널

어댑터(TCA)(140,160)는 고속의 직렬 NGIO/InfiniBandTM 링크를 통하여 다단 스위치 패브릭(100')과 제2 네트워크

(150) 또는 I/O 유니트(170) 중 어느 하나의 I/O 제어기(예컨대, 저장 및 네트워크 장치)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타겟 채널 어댑터(TCA)(180)는 고속의 직렬 NGIO/InfiniBandTM 링크를 통하여 리모트 시스템(190)의 메모리

제어기(미도시)와 스위치 패브릭(100')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호스트 채널 어댑터(HCA)와 타겟 채널 어댑터

(TCA) 양자 모두 호스트 시스템(130) 또는 스위치 패브릭(100')에 대한 리모트 시스템(150,170,190) 중 하나의 리모트

시스템 중 어느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제공된 패브릭 어댑터로서 넓은 의미로 고려될 수 있고, NGIO/InfiniBandTM 채널을

거쳐 종단점(노드)간에 상호 통신하도록 하는 1999, 5월 13일 NGIO Forum에 발표된 "Next Generation I/O Link

Architecture Specification, Revision1.0"과 일치하여 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NGIO/InfiniBandTM 은 단순히 본 발명

의 예시적인 실시예이거나 구현일 뿐이며,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은각종 임의 수의 데이터

네트워크, 호스트 및 I/O 유니트에 적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실시예는 FIO(Future I/O)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 어드레스가 http://www.InfiniBandta.org.@인 InfiniBand Trade Association(1999, 8월 27일 설립)에 의해 발

표된 바와 같은 InfiniBandTM 상의 NGIO 및 FIO 단체 결합 운동의 순차적인 합병 조약에 의해 FIO 사양은 아직까지 공개

되지 않았다.

도3a∼도3b는, 2000년 10월 24일, InfiniBandTM Trade Association에 의해 발표된 A InfiniBantTM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 따른 스위치 및/또는 중간 노드를 통해 소스 노드(데이터 송신기)로부터 목적지 노드(데이터 수신기)로 전

송된 메시지 데이터의 패킷 포맷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도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시지 데이터(300)는 하나 이상의 데이

터 패킷(310)(일반적으로, 작업 요청에 이해 정의된 데이터 전송 크기로부터 유도됨)의 시퀀스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각 패

킷(310)은 헤더 정보(312), 가변 형식의 패킷 페이로드(payload)(314), 및 주기적 중복 검사(CRC) 정보(316)를 포함할 수

도 있다. 1999년 7월 20일, NGIO Forum의 "Next Generaton Input/Output(NGIO) Specification" 하에서, 동일한 패킷

데이터는 메시지 데이터의 최소 공분모(least common denominator(LCD))로서 유사한 헤더 정보를 갖는 셀 패킷으로서

언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NGIO 헤더 정보는 InfiniBantTM 보다 적게 포함한다. 그렇지만, 공개의 목적을 위해, 이하 본 명

세서에서는 데이터 패킷은 InfiniBantTM 프로토콜을 통하여 설명되지만, NGIO 프로토콜을 통하여 데이터 셀과 상호 교환

할 수 있다.

도3b에 나타낸 바와 같은, InfiniBantTM 사양에 따른 헤더 정보(312)는 예컨대, 로컬 라우팅 헤더(320), 글로벌 라우팅 헤

더(322), 베이스 전송 헤더(Base transport header)(324) 및 데이터 확장 전송 헤더(Data extended transport header)

(326), RDMA 확장 전송 헤더(RDMA extended transport header)(328), 및 오토믹 확장 전송 헤더(Atomic extended

transport header)(330)와 같은 확장 전송 헤더를 포함하고 있는 상이한 형태의 헤더를 포함할 수도 있다.

로컬 라우팅 헤더(320)는 도2에 나타낸 예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10') 내에서 스위치에 의한 로컬 라우팅에 이용되는 필

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로컬 라우팅 헤더(320)는 InfiniBantTM 링크 레벨 프로토콜을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링크 버젼 필

드(331), 목적지 포트 및 네트워크(10')에서 데이터 경로를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목적지 로컬 ID 필드(332), 데이터 패킷

의 크기를 식별하는데 이용되는 패킷 길이 필드(333), 및 소스 포트(주입 지점(injection point))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되

는 소스 로컬 ID(334)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라우팅 헤더(322)는 도2에 나타낸 예시적인 데이터 네트워크(10')의 노들들 사이에서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하기

위해 이용되는 필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글로벌 라우팅 헤더(322)는, 글로벌 서비스 레벨의 통신을 위해 이용되는 트래픽

클래스 필드(traffic class field)(335), 패킷의 길이를 바이트로 지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페이로드 길이 필드(payload

length field)(336), 데이터 네트워크(10')로 패킷을 주입하는 포트에 대한 글로벌 식별자(GID)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되는

소스 GID 필드(333), 및 데이터 네트워크(10')로부터 패킷을 소모시키는 포트에 대한 GID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되는 목적

지 GID 필드(338)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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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전송 헤더(324)는 도2에 나타낸 데이터 네트워크(10')내에서 데이터메시지 전송에 이용되는 필드를 포함한다. 예

컨대, 베이스 전송 헤더(324)는, 패킷 형태를 지시하고, 패킷이 처음인지, 끝인지 중간인지를 식별하거나 단지 데이터 메시

지의 패킷인지를 식별하고, 오퍼레이션(Send, RDMA Write, RDMA Read, Atomic)을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OpCode 필

드(339), 작업 큐 쌍(Work Queue pair:WQP) 수를 목적지에 지시하는데 이용되는 목적지 QP 필드(340), 패킷의 유실 또

는 중복을 검출하는데 이용되는 패킷 시퀀스 넘버(PSN) 필드(341)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확장 전송 헤더(326)는 데이터그램(datagram) 서비스를 위한 추가적인 전송 필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데이터 확

장 전송헤더(326)는 수신 큐에 대한 억세스를 인증하는데 이용되는 큐 키(Queue Key: Q_key) 필드 및 WQP 수를 소스에

지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소스 QP 필드(343)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RDMA 확장 전송 헤더(328)는 RDMA 오퍼레이션을 위한 추가작인 전송 필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RDMA 확장 전송 헤더

(328)는 RDMA 오퍼레이션의 가상 어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상 어드레스(VA) 필드(344), RDMA 오퍼레이

션에 대한 억세스를 인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리모트 키(Rkey) 필드(345), 및 직접 메모리 억세스 오퍼레이션에 대한 길이

를 바이트로 지시하기 위해 이용되는 길이 필드(length field)(346)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토믹 확장 전송 헤더(330)는 오토믹 패킷(atomic packet)과 오토믹 오퍼레이션(atomic operation)을 위한 추가적인 전

송 필드를 포함한다. 예컨대, 오토믹 확장 전송 헤더(330)는 리모트 가상 어드레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상 어드레

스(VA) 필드(347), 리모트 가상 어드레스에 대한 억세스를 인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리모트 키(Rkey) 필드(348), 및 오토

믹 오퍼레이션에 피연산자(operand)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되는 교환 및 비교 데이터 필드(swap and compare data field)

(349)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과 프로세스 및/또는 전송을 위해 이동될 데이터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작업 큐 구성요소

(WQE)는 호스트 시스템(130)으로부터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해 적당한 작업 큐(WQ)에 포스트된다. 그러한 "WQE"는

일반적으로 큐 송신 및 큐 수신 오퍼레이션을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큐 송신 오퍼레이션(Send Queue Operation)에는 송신(Send), 리모트 메모리 억세스(Remote Memory Access(RDMA))

, 및 메모리 바인딩(Memory binding)을 포함한 몇가지 종류가 있다. 송신(Send) 오퍼레이션의 경우, WQE는 목적지에 송

신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메모리 공간내의 데이터 블럭을 나타내며, 이미 목적지에 큐된 수신 WQE를 데이터의

장소를 나타한다. RDMA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또한, WQE는 리모트 사용자 메모리내의 어드레스를 나타낸다. 따라서,

RDMA 오퍼레이션은 목적지의 수신 작업 큐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RDMA 오퍼레이션에는 RDMA-기록, RDMA-판독, 및 오토믹(Atomic)과 같은 3가지 형태가 있다. RDMA-기록 오퍼레이

션은 하드에어가 사용자의 메모리로부터 리모트 사용자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RDMA-판

독 오퍼레이션은 하드웨어가 리모트 메모리로부터 사용자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임을 규정한다. 오토믹 오퍼레

이션은 하드웨어가 리모트 메모리 위치의 판독을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리모트 시스템은 판독값을 리턴하며, 동일

한 장소에 갱신된 값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리모트 메모리 컨텐츠를 조건부로 변경/대체한다. 즉, 오토믹 오퍼레이션은 결

합된 판독, 변경, 및 기록 오퍼레이션이다. 오토믹 오퍼레이션의 일례는 동일한 오퍼레이션이라면 비교 및 교환(Compare

and Swap)을 들수 있다. WQE는 리모트 메모리 위치, 비교 값, 및 새로운 값을 나타낸다. 리모트 WQE는 특정 메모리 위

치를 판독하여, 그 값을 메시지에 제공된 비교값과 비교하고, 이들 값이 같은 경우에만, WQP가 새로운 값을 동일한 메모

리 위치에 기록한다. 어느 경우에서도, 리모트 WQP는 메모리 위치로부터 판독된 값을 요청 WQP에 되돌린다. 다른 오토

믹 오퍼레이션은 FetchAdd 오퍼레이션으로, 여기에서는 리모트 WQP가 특정 메모리 위치를 판독하고, 그 값을 요청

WQP에 리턴하며, 그 값을 메시지에 제공된 값에 더하고, 동일한 메모리 위치에 결과를 기록한다.

메모리 바인드(Memory Bind)는 메모리 등록 관계(Memory registration relationship)를 변경하고, 메모리 윈도우의 바

인딩을 변경할 것을 하드웨어에 명령한다. 바인드 메모리 윈도우 오퍼레이션은 특정 리모트 억세스 허가 세트에 따라 이전

에 할당된 메모리 윈도우를 현재 메모리 영역 내에 특정 어드레스 범위에 결부시킨다.

하나의 수신 큐 오퍼레이션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수신 데이터 버퍼를 나타낸다. WQE 수신은 사용자가 송신(Send) 오

퍼레이션을 실행할 때 다른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하드웨어가 배열하는 것을 나타낸다. 리모트 사용자가 성공적

으로 송신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시각마다, 하드웨어는 수신 큐로부터 다음번 엔트리를 취득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수신 큐

내의 특정 메모리 위치에 배치하고, 수신 오퍼레이션이 종료되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완료 큐(completion queue: CQ)

상에 완료 큐 엔트리를 배치한다. 따라서, 송신 오퍼레이션의 실행은 리모트 사용자측에서 수신 큐 오퍼레이션을 일으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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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송신/수신 WQE는 단일 데이터 패킷의 송신 이나 수신을 제어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송신 "WQE" 및 RDMA 기

록 "WQE"는 로컬 시스템 메모리(local system memory)(206)로부터 나가는 데이터(outgoing data)를 패치(fetch)하기

위해 가상 어드레스를 설명하는 "수집(gather)"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이 리스트는 로컬 시스템 메모리(206)로부

터 나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느 곳에 패치할 것인지를 설명함). 수신 "WQE" 및 RDMA 판독 "WQE"는 들어오는 데이터

(incoming data)를 로컬 시스템 메모리(206)에 배치하기 위해 가상 어드레스를 설명하는 "분산(scatter)" 리스트를 선택적

으로 제공한다(이 리스트는 로컬 시스템 메모리(206) 내의 들어오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느 곳에 저장할 것인지를 설명

한다). 송신 "WQE"는 송신 작업 큐 체인(Send Work Queue chain)에서만 유효하다.

RDMA "WQE"는 송신/수신 "WQE"의 슈퍼세트(superset)이고, 전송된 정보의 리모트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추가적인 정

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리모트 시스템이 메시지 데이터를 어느 곳으로 전송할 지 혹은 어느 곳으로부터 전송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작업 요청을 이용하는 송신/수신 오퍼레이션과는 달리, RDMA "WQE"는, 가상 어드레스(VA), 메모리 헨들

(MH) 및 리모트 키를 이용하여, 리모트 시스템에 명령하고, 이 리모트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전송되거나 수신된다.

일반적으로, 각 "WQE"는 선택적인 어드레스 세그먼트와 임의 수의 데이터 세그먼트에 따른 제어 세그먼트로 시작된다. 제

어 세그먼트는 제어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판독/기록 RDMA 오퍼레이션을 위한 어드레스 세그먼트는 리모트

버퍼 정보(예컨대, 판독/기록 요청을 수신하도록 지향된 VI와 관련된 메모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송신/수신 및 판독/기록

RDMA 오퍼레이션 모두를 위한 데이터 세그먼트는 로컬 시스템 메모리(206)(즉, 송신/수신 또는 판독/기록 요청을 발생하

는 VI와 관련된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3c~도3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송신/수신형 "WQE"(350A)와 예시적인 판독/기록형 RDMA "WQE"

(350B)를 각각 나타낸다. 도3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수신 "WQE"(350A)는 제어 세그먼트(360) 및 세그먼트 길이 필

드(372), 메모리 조정 필드(374), 및 가상 어드레스 필드(376)를 포함하는 데이터 세그먼트(370)를 포함한다. 세그먼트 길

이(372)는 송신되거나 수신될 메시지 데이터의 길이를 명시한다. 메모리 조정(MH)(374)은 송신/요청 프로세스(예컨대

VI)가 세그먼트 길이(372) 및 가상 어드레스(VA)(376)에 의해 지시되는 등록 메모리 영역(registered memory region)을

소유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된다. 게다가, 국부적으로 생성된 가상 어드레스의 물리적 어드레스로의 변환을 수행하

도록 로컬 키(378)가 포함될 수도 있다. 송신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가상 어드레스(VA)(376)는 VI=s인 로컬 메모리 스페

이스의 송신에 있어서 전송될 메시지 데이터의 시작 메모리 위치를 식별한다. 수신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가상 어드레스

(VA)는 VI=s인 로컬 메모리 스페이스의 요청에 있어서 수신된 메시지 데이터가 저장되어질 시작 메모리 위치를 식별한다.

도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판독/기록 RDMA "WQE"(350B)는 제어 세그먼트(360), 어드레스 세그먼트(380), 및 데이터 세

그먼트(370)를 포함할 수도 있다. 어드레스 세그먼트(380)는 리모트 메모리 조정 필드(382) 및 리모트 가상 어드레스 필

드(384)를 포함할 수도 있다. 데이터 세그먼트(370)는 세그먼트 길이 필드(372), 로컬 메모리 조정 필드(374), 및 로컬 가

상 어드레스 필드(376)를 포함할 수도 있다. 게다가, 로컬 키(378)는 국부적으로 생성된 가상 어드레스의 물리적 어드레스

로의 변환을 수행하도록 포함될 수도 있다. 리모트 키("Rkey")(386)는 원격으로 생성된 가상 어드레스의 물리적 어드레스

로의 변환을 리모트 시스템에서 수행하도록 포함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하게, 리모트 키(386)는 로컬 시스템 메모리(206)

를 억세스하는 리모트 시스템에 대한 로컬 시스템 메모리(206)의 적당한 페이지를 식별하기 위해 가상 어드레스가 사용된

메모리 영역 또는 메모리 윈도를 참조한다.

RDMA 판독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리모트 가상 어드레스(VA)(384)는 리모트 프로세스의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판독될 메

시지의 메모리 위치를 식별한다. 로컬 가상 어드레스(VA)(376)는 로컬 프로세스(local process)내의 시작 메모리 위치(수

신 메시지가 배치되는 메모리 스페이스)를 식별한다. 메시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이용되어진 메모리의 양은 세그먼트

길이 필드(372)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RDMA 기록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리모트 가상 어드레스(VA)(384)는 기록될 메

시지 데이터의 리모트 프로세스 메모리 스페이스내의 메모리 위치를 식별한다. 로컬 가상 어드레스(VA)(376)는 전달되어

질 패킷에 대한 메시지 데이터가 판독되어지는 로컬 프로세스 메모리 스페이스내의 시작 메모리 위치를 식별한다. 메시지

데이터의 크기는 세그먼트 길이 필드(372)에 의해 명시된다. 리모트 메모리 조정(MH)(382)은 리모트 가상 어드레스(VA)

(384)에 의해 식별된 메모리와 관련되는 메모리 조정(MH)에 대응한다.

논의로 되돌아가서, 호스트 시스템(130)의 일실시예는 도4a에 보여진 바와 같을 수도있다. 도4a를 참조하면, 호스트 시스

템(130)은 호스트 버스(203)에 결합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202A∼202N)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중 프로세서

(202A∼202N) 각각은 단일 아이템(I/O 오퍼레이션)상에서 동작할 수도 있고, 모든 다중 프로세서(202A∼202N)는 리스

트 상의 다중 아이템상에서 동시에 동작될 수도 있다. I/O 및 메모리 제어기(204)(또는 칩셋)가 호스트 버스(203)에 접속

될 수도 있다. 메인 메모리(206)는 I/O 및 메모리 제어기(204)에 접속될 수도 있다. I/O 브리지(208)는 브리지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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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I/O와 메모리 제어기(204) 사이의 인터페이스 및 I/O와 I/O 버스(205) 사이의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I/

O 제어기(210,212)를 포함한 복수의 I/O 제어기가 I/O 버스(205)에 부착될 수도 있다. I/O 제어기(210,212)(I/O 제어기에

접속된 모든 I/O 장치를 포함함)는 버스-기반 I/O 리소스(bus-based I/O resource)를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는 I/O 버스(205)에 접속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120)는 도4b에 나타낸 바와 같은 I/O 버스(205) 특유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I/O 및 메모리 제어기(또는

칩셋)(204)에 직접 접속될 수도 있다. 도4a 또는 도4b에 나타낸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스트-패브

릭 어댑터(120)가 호스트 시스템(130)을 NGIO/InfiniBandTM 스위치 패브릭(100')에 인터페이스 접속하기 위해 제공될

수도 있다.

도4a∼도4b는 호스트 시스템(130)의 예시적인 실시예를 도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호스트 시스템(130)의 시스템 구성의

넓은 배열은 변경될 수도 있다.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스택(software driver stack)은 호스

트 시스템(130)이 NGIO/InfiniBandTM 스위치 패브릭(100')을 거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모트 시스템(150,170,190)과

메시지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하며, Windows2000과 같이 현재 이용 가능한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5는 호스트 시스템(13)의 옛적인 소프트 드라이버 스택을 나타낸다. 도5에 나타낸바와 같이,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OS)(500)은 커널(510), I/O 관리자(52), 각종 I/O 제어기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채널 드라이버

(530a∼530N), 및 스위치 패브릭(100')(예컨대, I/O 제어기)에 부착된 장치와 교신을 설정하는데 이용되는 패브릭 버스

드라이버(540)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브릭 어댑터-특정 장치를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소프트웨어 스택(드

라이버 모듈)을 포함하고, 대부분의 드라이버에 대해 공통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OS)

(500)은 예컨대 Windows2000일 수 있으며, I/O 관리자(520)는 플러그 앤 플레이 관리자일 수도 있다.

채널 드라이버(530A∼530N)는 스위치 패브릭(100')에 부착된 장치에 I/O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OS)에 필요한 개념을 제공하고,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OS)로부터의 IO 요청을 캡슐화(encapsulate)하며, 스

위치 패브릭(100')을 거쳐 캡슐화된 IO 요청을 송신한다. 게다가, 채널 드라이버(530A∼530N)는 패브릭-부착 장치

(fabric-attached device)에 대한 포스트 워크 아이템(post work item)에 메모리 및 작업 큐(WQ)와 같은 필수적인 리소

스를 할당한다.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소프트웨어 스택(드라이버 모듈)은 스위치 패브릭(100') 및 패브릭 구성, 패브릭 토폴리지 및 접속

정보에 대한 정보를 억세스 하기 위해 제공될 수도 있다. 그러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소프트웨어 스택(드라이버 모듈)은

리모트 시스템(예컨대, I/O 제어기)과의 통신을 설정하고, 대부분의 드라이버에 공통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예컨대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초기화 및 구성, 채널 구성, 채널 추상화(channel abstraction), 리소스 관리, 패브

릭 관리 서비스 및 오퍼레이션, 송신/수신 IO 트랜잭션 메시지,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DMA) 트랜잭션(예컨대, 판독

및 기록 오퍼레이션), 큐 관리, 메모리 등록, 기술자(descriptor)관리, 메시지 흐름 제어, 비상주 에러(transient error) 조

정 및 회복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모듈은 C, C++, 및 Visual Basic과 같은 고등급의 프로그램 언어

를 이용해 기록될 수도 있으며, 메모리 장치, 자기 디스크(고정식 플라피 또는 가동식 플라피), 마그네틱 테이프와 같은 기

타 자기 매체, CD-ROM과 같은 광학 매체와 같은 유형의 컴퓨터 매체상에 제공될 수도 있으며,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될 수도 있으며, 이는 패브릭 관리자가 현재 오페이팅 시스템(OS)에 편리하게 플러그-인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는 특정 장치 드라이버에 의해 활성될 수도 있는 현존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과 함

께 묶여질 수도 있다.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또는, 호스트 채널 어댑터 "HCA"로서 알려짐) 드라이버 모듈은 3개의 기능층으로 구성되고, 이 기

능층으로는 HCA 서비스 층(HSL), HCA 추상화 층(HCAAL), 및 HCA 장치-특정 드라이버(HDSD)가 있으며, 이들은

"Next Generation I/O Architecture: Host Channel Adapter Software Specification@, the 1999년 8월 6일 Intel에서

발표한, "Next Generation I/O: Intel HCA Connection Service Layer High Level Design@, the "Next Generation I/

O: Intel HCA Abstraction Layer High Level Design@, 및 "Next Generation I/O: Intel HCA Fabric Service Layer

High Level Design@에 따른다. 예컨대, 모든 채널 드라이버(530A∼530N)는 공통 서비스 세트(532A∼532N)를 제공하

기 위한 HCA 서비스 층(Service Layer)(HSL)을 포함한 채널 억세스 층(CAL)일 수도 있으며, 상술한 공통 서비스는 패브

릭 서비스, 접속 서비스, 및 NGIO/InfiniBandTM 의 실증 및 이용을 위해 채널 드라이버(530A∼530N)에 의해 요구되는

HCA 서비스를 포함한다. 패브릭 버스 드라이버(540)는 모든 장치-특정 드라이버를 관리하고, 호스트 시스템(130)내의

모든 HCA에 공통인 공유 리소스를 제어하고, HSL에 이벤트 정보를 분배하고, 특정 장치 기능에 대한 억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HCA 추상화 층(HCAAL)에 대응할 수도 있다. 또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패브릭 어댑터 장치-특정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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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A∼550N)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HCA의 초기화 인터페이스, 구성 인터페이스 및 제어 인터페이스 모두에 추상적인

인터페이스(abstract interface)를 제공하기 위한 HCA 장치-특정 드라이버(모든 형식의 밴드 X 장치 및 모든 형식의 밴드

Y 장치용)에 대응할 수도 있다. 다중 HCA 장치-특정 드라이버는 장치가 호스트 시스템(130)내에 밴드가 상이한 HCA 장

치가 있는 경우 존재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하게, 패브릭 버스 드라이버(540) 또는 HCA 추상화 층(HCAAL)은 예컨대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소프트웨어 스

택(드라이버모듈)에 모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는 호스트 시스템 내의 모든 HCA에 공통인 리소스를

구성 및 초기화하며, 모든 HCA에공통인 리소스에 대한 억세스를 제어하며, 각 HCA에 의해 제공된 리소스에 대한 억세스

를 제어하고, HCA로부터 채널 억세스층(CAL)의 HCA 서비스층(HSL)으로 이벤트 통지를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게다

가, 패브릭 버스 드라이버(540) 또는 HCA 추상화 층(HCAAL)은 클라이언트 관리 기능, 리소스 질의(query) 기능, 리소스

할당 기능, 리소스 구성및 제어 기능을 HCA 장치 서비스 층(HSL)에 수출(export)하고, 이벤트 및 에러 통지 기능을 HCA

장치-특정 드라이버에 수출한다. 리소스 질의 기능은, 예컨대 모든 HCA 및 각각의 HCA에 공통인 리소스의 특성

(attribues), 포트의 상태, 및 포트, 워크 큐 쌍(WQP), 및 완료 큐(CQ)의 구성에 대한 쿼리를 포함한다. 리소스 할당 기능

은, 예컨대 HCA 및 포트의 제어 인터페이스, 보호 태그, 작업 큐 쌍(WQP), 완료 큐(CQ)의 보존 및 해제(reserve and

release)를 포하한다. 리소스 구성 및 제어 기능은, 예컨대 포트를 구성하고, HCA 제어 오퍼레이션 및 포트 제어 오퍼레이

션을 수행하고, 작업 큐 쌍(WQP)을 구성하고, 작업 큐 쌍(WQP)의 송신 또는 수신 큐상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고, 완료 큐

(CQ)상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호스트 시스템(130)은 가상 인터페이스(VI) 아키텍쳐를 이용하여 스위치 패브릭(100')에 직접 부착된 I/O 유니트 및 I/O

제어기(및 부착된 I/O 장치)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모트 시스템(150,170,190)과 통신할 수도 있으며, 상기 가

상 인터페이스는 1997년 12월 16일 Compap Corp., Intel Corp., 및 Microsoft Corp에서 발표한 "Virture Interface(VI)

Architecture Specification, Version 1.0"에 따른다. VI 아키텍쳐는 4개의 기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이 구성요소로는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한 프로세싱 및/또는 전송을 위해 데이터의 이동 오퍼레이션 및이동될 데이터의 위치를 기술하

기 위해 작업요청이 포스트되어 있는 가상 인터페이스(VI), 응용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VI 이용자(VI Consumer), VI의 인

스턴스화를 야기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는 VI 제공자(VI Provider), 및 완료 큐(CQ)가 있다. VI는 VI 이용

자가 VI 제공자를 직접 억세스하도록 해준다. 각 VI 는 통신 종단점을 나타내고, 종단점 쌍은 쌍방향을 지원하도록 논리적

으로 접속될 수도 있으며, 데이터 네트워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정 채널을 걸친 점 대 점 전송을 지원한다. VI 아키텍

쳐하에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 및 VI 커널 에이전트는 종단점 가상화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도록 VI 제공자를 구성

될 수도 있으며,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및 일반적으로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OS) 커널(510) 및 도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장치 특정 드라이버(4550A∼550N)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전송 스케줄의 테스크(task)를 포함한

다. 그러나, 다른 아키텍쳐가 본 발명의 구현에 이용될 수도 있다. "Virtual Interface(VI)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

발표된 용어 "VI"는 "Next Generation Input/Output(NGIO) Specification"에서 발표된 작업 큐 쌍(WQP)으로 알려져 있

기도 하며, 또는 "InfiniBandTM Architecture Specification"에서 발표된 큐 쌍(QP)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따라서,

"VI", "WQP" 및 "QP"는 이하에서 교체가능하다.

도6은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NGIO/InfiniBandTM와 VI 아키텍쳐를 이용하는 호스트

시스템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호스트 시스템(130)은 도2, 도4a∼도4b, 및 도5에 나타낸 바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OS) 스택(500), 호스트 메모리(206), 및 적어도 하나의 호스트-패브릭 어댑터(HCA)(120)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202)에 더하고,,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NGIO/InfiniBandTM와 VI 아키텍

쳐에 따라 호스트-패브릭 어댑터(HCA)(120)에 제공된 전송 엔진(600)을 포함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HCA)(120)는 리둔던시(redundancy)에 이용가능한 포트와 다중 스위치 패브릭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유

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도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송 엔진(600)은,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 및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한 프로세스 및/또는 전

송을 위해 이동될 데이터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 작업 요청("WQE")이 포스트될 수도 있는 작업 큐 쌍(WQP)

(610A∼610N)과 같은, 수신 큐(내부로의 "RQ")와 송신 큐(외부로의 "SQ")를 포함하는 쌍으로 형성된 복수의 작업 큐

(WQ)를 포함할 수도 있고, 완료 큐(CQ)(620)는 작업 요청 종료를 통지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전송 엔

진(600)은 다중호스트-패브릭 어댑터(HCA)(120)로부터 컴플리션(completion)을 처리하기 위해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HCA)(120)로부터 떨어져 있는 호스트 메모리(206)의 하드웨어 메모리 구성요소일 수도 있고, 또는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OS)의 커널-레벨 장치 드라이버의 일부로서 제공될 수도 있다. 모든 작업 큐(WQ)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HCA)(120)를 통해 스위치 패브릭(100')으로의 물리적 포트를 공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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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큐 쌍(WQP)의 송신 큐(외부로의 요청(outbound request))는 리모트 VI에로의 일반 메시지 송신을 요청하고,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해 타겟 시스템으로부터 특정 메모리 위치로부터 판독될 메시지를 요청하는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

(세스)에서의 판독, 및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타겟 시스템의 특정 메모리 위치상에 기록될 메시지를 요청하는 리모트 메모

리 억세스(ARDMA)에서의 기록을 요청하는 "개시자"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작업 큐 쌍(WQP)의 수신 큐(외부로의 요청(outbound request))는 일반 송신으로부터의 메시지에 대한 요청, 및 타겟 시

스템으로부터의 RDMA 판독 및 RDMA 기록에 대한 메세시를 수신하는 "응답자"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데이터 네트워크의 일례에 있어서, NGIO/InfiniBandTM와 VI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종종 상이한 시스템에서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해 2개의 메모리 영역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각 호스트 시스

템은 메시지 데이터 전송(메시지 송신 오퍼레이션)을 개시하는 소스(개시자) 시스템으로서 동작할 수도 있고, 또는 메시지

통과 동작(메시지 수신 오퍼레이션)의 타겟 시스템으로서 동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호스트 시스템의 예는 각종 어플리케

이션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 호스트 서버 또는 저장 및 네트워크용의 I/O 유니트를 포함한다. 작업에 대한 요청(메시

지 송신/수신 오퍼레이션 및 RDMA 기록/판독 오퍼레이션 등의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은 주어진 패브릭 어댑터(HCA)

에 관련된 작업 큐 쌍(WQP)(610A∼610N)에 포스트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널이 생성 및 관리되어, 요청요

청된 오퍼레이션이행될 수 있다.

도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스위치 패브릭(100')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NGIO/

InfiniBandTM아키텍쳐에 따라 구성되고, 호스트 시스템에 설치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가 설치된다. 이 예의 호스

트-패브릭 어댑터(120)는 NGIO/InfiniBandTM채널을 효율적으로 구성 및 관리하고, 호스트 시스템에서의 통신 장치 사이

의 데이터 이동오퍼레이션, 또는 상호 직접 접속된 호스트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 또는 채널-기반 스위치

패브릭 아키텍쳐를 이용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호스트 시스템을 데이터 네

트워크(100)의 채널-기반 스위치 패브릭(100')에 접속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다. 게다가,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는

성능과 효율이 향상되고,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구현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최소 하드웨어 투자를 갖는 NGIO/

InfiniBandTM 어플리케이션은 최소의 파이프라인을 갖는 NGIO/InfiniBandTM의 실행의 제어 및 최소 지연을 갖는 NGIO/

InfiniBandTM 데이터 프로세스의 실행의 제어를 포함한다.

도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SERDES(시리얼라이저(serializer) / 디시리얼라이저(deserializer)를 통하여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120)는 NGIO/ InfiniBandTM프로토콜의 실행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제어기 서브시스템(700) 및 인터페이

스에 스위치 패브릭(100')을 제공하는 직렬 인터페이스(730)를 포함한다. 이들 마이크로-제어기 서브시스템(700) 과 직

렬 인터페이스(730)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의 특정한 집적회로(ASCI)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제어기 서브시스템(700)은 호스트 메모리(206)와 직렬 링크 사이에서 NGIO/InfiniBandTM 패킷을 생성(build),

송신, 수신, 및 응답하기 위해 이용되는 마이크로-엔진(ME)(710)으로서 알려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직접-메모리-억세스(DMA) 엔진, 및 NGIO/InfiniBandTM 및 VI 사항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각종 ME 기능, 예컨대

호스트 트랜잭션, 컨텍스트 갱신, 물리적 어드레스 변환, 호스트 설명자 패치(host descriptor fetch), 도어벨 관리, FIFO

데이터 이동, 및 완료 큐(CQ) 관리등을 실행하기 위해, 호스트 인터페이스(712), 어드레스 변환 인터페이스(714), 컨텍스

트 메모리 인터페이스(716),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718), 완료 큐/도어벨(completion queue/doorbell) 관리자 인터페이

스(720), 및 제1 입력/제1-출력(FIFO) 인터페이스(722) 등의 마이크로-엔진(ME)(710)에 의해 제어되는 특별한 목적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로직 블럭을 포함한다.

마이크로-엔진(ME)(710)은 NGIO/InfiniBandTM 패킷을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송신 큐(SQ) 및 수신 큐(RQ)를 조정하고,

NGIO/InfiniBandTM 프로토콜에 따라 완료 큐(CQ)와 채널을 지원하도록 마이크로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엔

진(ME)(710)은 마이크로 레지스터 판독 및 기록의 세트를 통하여 전체 인터페이스 블럭을 제어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 레

지스터는 ME 기능의 스피드 향상을 돕기 위해 다중 인터페이스 블럭에 의해 공급된 데이터에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송신 큐(SQ)를 제어하는 마이크로-엔진(ME)(710)은 SQ 마이크로-엔진(ME)으로 언급될 수도 있으며, 수신 큐(RQ)를 제

어하는 마이클-엔진(ME)(710)은 RQ 마이크로-엔진(ME)으로 언급될 수도 있다.

등록특허 10-0555394

- 11 -



호스트 인터페이스(712)는 인터페이스를 도4a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호스트 시스템(130)의 I/O 버스(205)나, 도4b에 나타

낸 바와 같은 호스트 시스템(130)의 메모리 제어기(204)에 도3b∼도3c에 나타낸 바와 같은 작업 큐 구성요소(WQE)의 형

태로 데이터 트랜잭션을 위한 호스트(130)로부터 제공하고, 이는 상이한 요청들 사이의 중재 및 데이터/제어 멀티플렉싱

의 제어, 호스트 시스템(130)에 대한 판독 및 기록 트랜잭센, 판독 완료 촉진을 포함한다.

어드레스 변환 인터페이스(714)는, 시스템 메모리 변환 및 투사 테이블(TPT)을 이용하여, 가상 어드레스(어드레스 프로

그램 스페이스에 이용됨)의 물리적 어드레스(어드레스 시스템 스페이스에 이용됨)로의 변환을 관리하고, 상이한 트랜잭션

형식(기록, RDMA 판독 및 RDMA 기록)에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로의 억세스를 검증하기 위해 어드레스 변환 블럭(ATB)

(미도시)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한가지 구현예에 있어서, 호스트 메모리(206)는 227(1억2천8백만) 4KByte 페이지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시스

템메모리 페이지는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16Tera Byte 내에서 모든 곳으로 맵핑될 수 있다. 각 시스템 메모

리 페이지는 물리적인 어드레스에 대응하는 4Kbyte 페이지수, 메모리 보호 속성(RDMA 기록 가능, RDMA 판독 가능, 로

컬 메모리 기록 가능), 및 그 값이 트랜잭션 요청의 개시자에 할당된 값과 일치하는 보호 도메인(PD)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

는 변환 및 투사 테이블(TPT) 내의 엔트리에 의해 억세스될 수도 있다.

컨텍스트 메모리 인터페이스(CMI)(716)는 "VI"에 대한 필수 컨텍스트 정보 또는 NGIO/InfiniBandTM 패킷의 송신 및 수신

에 이용된 작업 큐 쌍(WQP)을 제공하기 위해 컨텍스트 관리자(미도시)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컨텍스트 정보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모든 제어, 상태 및 정보 를 포함한다. 컨텍스트 메모리 인터페이스(716)는 또한

호스트 소프트웨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채널 구성을 설명하고 채널 오퍼레이션을 개시하는 상이한 종류의 메모리

맵 레지스터 세트를 나타낸다. 예컨대, 메모리 맵 레지스터 세트는, 송신 큐(SQ) 및 작업 큐(WQ)의 연상에 영향을 주는 글

러벌 HCA 컨텍스트 레지스터, 채널의 설정을 제어하는 작업 큐 쌍(WQP) 레지스터, 및 호스트 메모리(206)내의 완료 큐

(CQ)의 위치 및 길이를 나타내고, 완료 큐(CQ) 엔ㅌ리가 기록될 때 인터럽트가 생성되는 것을 제어하는 완료 큐(CQ) 레지

스터를 포함할 수도 있다.

글러벌 버스 인터페이스(718)는 시스템 억세스 가능한 컨텍스트 접속 및 채널 오퍼레이션을 지원하고, 마이크로코드의 로

딩을 포함하는 마이크로-엔진( ME)(710)에 대해 적합한 형태로 신호 데이터를 튜닝하기 위해 로컬 데이터 버스에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

완료 큐/도어벨 관리자 인터페이스(720)는 완료 큐(CQ) 엔진, 도어벨 관리자 및 VI 아키텍쳐의 메모리 등록 법칙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한다. 완료 큐(CQ) 엔진(미도시)은 글러벌 이벤트 및 완료 큐(CQ) 엔트리의 포스팅을 야기한다. 도어벨 관

리자(미도시)는 외부 작업 요청 수의 트랙을 유지시킨다.

FIFO 인터페이스(722)는 직렬 인터페이스(730)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FIFO 인터페이스(722)는 수신 FIFO를 통해

스위치 패브릭(100')으로부터 요청 및/또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도록 배치된 수신 FIFO 인터페이스(722A) 및 전송 FIFO

와 직렬 인터페이스(730)를 통해 스위치 패브릭(100')에 요청 및/또는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도록 배열된 송신 FIFO 인터

페이스(722B)를 포함한다.

수신 FIFO 인터페이스(722A)는 직렬 인터페이스(730)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 마이크로-엔진

(ME)(710)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도3a에 나타낸 바와 같은 각 패킷의 헤더를 에러 검사하고, 패킷을 호스트

인터페이스(172)에 패스하기 전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판독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사한다. 송신 FIFO 인터페이스(722B)는

패킷을 생성하여 직렬 인터페이스(730)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송하도록 마이크로-엔진(ME)(710)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

다.

게다가, 스케줄러(미도시)는 차기의 가상 인터페이스(VI)를 컨텍스트 메니저에 예정하고, 작업 큐 쌍(WQP)의 송신 큐

(SQ) 및 수신 큐(RQ)와 관련된 데이터 패킷에 대한 트래픽 우선을 지원하기 위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스케줄러에는

예정된 기능을 위해 메모리 인터페이스(716),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718), 및 완료 큐/도어벨 관리자 인터페이스(720)를

갖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될 수 있다.

도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최소 하드웨어 투자에 의한 성능 효율에 있어서 복수의 개별적인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송신 큐 및 수신큐 오퍼레이션 중 하나를 조정하도록 구성된 마이크로-엔진(ME)(710)의 예를 나타낸다. 도8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마이크로 엔진(ME)(710)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멀티플렉서(MUX)(810), 산술 논리 유니트(ALU)(820),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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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830), 마이크로-순서기(Micro-Sequencer)(840), 및 명령어 메모리(850)를 포함한다. 명령어 메모리(850)는 ME

명령어에 대한 다운로드 가능한 마이크로 코드를 저장할 수도 있다. 데이터 MUX(810)는 ME 명령어에 기반한 적절한 인

터페이스 데이터를 공급할 수도 있다. 산술 논리 유니트(ALU)(820)는 수학적 오퍼레이션, 논리적 오퍼레이션, 쉬프트 오

퍼레이션 모두를 수행할 수도 있다. 명령어 디코더(830)는 시스템 제어를 마이크로-순서기(840)에 제공하여 차기의 명령

어 또는 실행될 어드레스를 결정하고, 명령어 메모리(850)로부터 ME 명령어를 실행하고, ALU(820)의 기능을 판정한다.

마이크로-순서기(840)는 ME 명령어의 순서를 검사하여 어떤 차기 명령어가 명령어 디코더(820)에 의해 실행될 것인지를

판정한다.

데이터 MUX(810), 산술 논리 유니트(ALU)(820), 명령어 디코더(830), 마이크로-순서기(840), 및 마이크로-엔진(ME)

(710)의 예에서의 명령어 메모리(850)의 한가지 구현예를 도9를 참조하여 이하에 설명한다.

데이터 MUX(810) : 2개의 32-비트 버스(A-버스, B-버스) 입력을 ALU(820)에 공급하는 입력 MUX-A(810A)와 입력

MUX-B(810B)의 2개의 입력 데이터 MUX가 있다. A-버스(812)는 ME 명령어의 목적지 필드의 디코드에 기초한 데이터

를 ALU(820)에 공급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B-버스는 ME 명령어의 소스 필드의 디코드에 기초한 데이터를 ALU

(820)에 공급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 MUX(810A,810B)에 대한 데이터 입력은 호스트 인터페이스(712), 어드레스 변환

인터페이스(714), VI 컨텍스트 메모리 인터페이스(716),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718), 완료 큐/도어벨 관리자 인터페이스

(720), 및 제1-입력/제1-출력(FIFO) 인터페이스(722)와 같은 ME 기능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외부 인터페이스 블럭에 의

해 공급될 수도 있다. 입력 MUX-B(810B)는 2:1 멀티플렉서(MUX)(860)와 논리 AND 게이트(870)를 통하여 ME 명령어

로부터의 즉시 데이터(Immediate Data)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입력 MUX-A(810A)와 MUX-B(810B)에 대한 선택을 생성

하는 목적지/소스 필드의 디코드는 명령어 디코더(830)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다.

산술 논리 유니트(ALU)(820): ALU(820)는 2개의(A 및 B) 32-비트 데이터 이력을 포함하며, ME 명령어의 OpCode에 기

초한 기능을 실행한다. 지원되는 기능은 Add, Subtract, OR, XOR, AND, 비교(Compare), 우회전(Rotate Right), 좌측 쉬

프트(Shift Left), 비트 테스트, 및 이동(통과)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명령어 디코더(830)는 ME 명령

어를 디코드하고, 기능 선택 신호를 ALU(830)에 제공한다. 선택된 기능을 실행한 후, ALU(820)은 결과에 기초하여 플래

그(flag)를 설정한다. 플래그는 예컨대 제로(zero) 및 캐리(Carry)를 포함할 수도 있다. 산술 기능의 결과가 제로라면, Z 플

래그가 설정될 수도 있다. 반대로, 산술 기능이 캐리아웃(carry out)으로 결과되면, C 플래그가 설정될 수도 있다. ALU 기

능의 결과는 Z 플래그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명령어 메모리(850): 명령어 메모리(850)는 2:1 멀티플렉서(MUX)(860)와 논리적 AND 게이트(870)를 통해 ME 명령어

를 제공하기 위한 마이크로코드를 저장하기 위해 제공된 SRAM(static random-access-memory)일 수도 있다. 마이크로

코드는 장래의 NGIO/InfiniBandTM 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SRAM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SRAM은 2K × 44 비트를 포함할

수도 있고, 로컬 버스를 통해 로드될 수도 있다. 각 ME 명령어는 22 비트일 수도 있으며, 예컨대, 2개의 명령어가 SRAM의

각 워드에 허용될 수도 있다. 32 비트 즉시 데이터를 갖는 명령어는 2개의 명령어에 상응하는 44 비트를 차지한다. SRAM

에 의해 공급된 마이크로코드는 상이한 코드 포맷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마이크로-순서기(840)는 ME 명령어의 디코드 및 플래그 레지스터 정보로부터 마이크로-엔진(ME)의 어드레스 시퀀스를

결정할 수도 있다. 차기의 어드레스 시퀀스는 8비트의 제어 필드 정보(예컨대, 8개의 제어 필드 신호)를 마이크로-순서기

(840)에 패스하는 명령어 디코더(830)에 의해 제어될 수도 있다.

도7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를 구현하는 주요 시도는 NGIO/InfiniBandTM 패킷 프로세스에서의 마이크

로-엔진(ME)(710)의 성능과 리소스를 극대화하고, 전체 전송율을 유지하면서 메모리 밴드폭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전문

화된 하드웨어 어시스트(HWA) 로직은, 그들 각각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어시스트하고, NGIO/InfiniBandTM 패킷 프로세

스에 있어서 하드웨어 계산으로부터 마이크로-엔진(ME)(710)의 오프로딩(offloding)을 돕기 위해, 호스트 인터페이스

(712), 어드레스 변환 인터페이스(714), VI 컨텍스트 메모리 인터페이스(716), 로컬 버스 인터페이스(718), 완료 큐/도어

벨 관리자 인터페이스(720) 및 FIFO 인터페이스(722)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목적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블록

에 내포될 수도 있다. NGIO/InfiniBandTM 패킷의 송신하고 수신하는, 컨텍스트 메모리 인터페이스(716)의 내부 컨텍스트

메모리에 저장되는 컨텍스트 정보는 ME 사이클 동안 메모리 밴드폭을 최적화하고, 전체 데이터 전송율을 유지하는 방식

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컨텍스트 정보는 모든 제어, 상태 및 모든 형태의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갱신될 수 있다. 컨텍스트 메모리는 컨텍스트 정보의 최종값으로 언제나 업데이트 되며, 마이크로-엔

진(ME)(710)은 작업(메시지 송신/수신 오퍼레이션과 같은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 및 RDMA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을 하

기 위해 그 컨텍스트 정보의 최종값을 억세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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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호스트 메모리(206)에서의 외부 RDMA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

(Rkey)의 정당성을 검사하는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리모트 키(Rkey)는 일반적으로 도3c∼

도3d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설명자(WQE)의 형태로 요청 응답 메시지로 되고, 가상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

변환하는 적당한 페이지를 RDMA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을 대기시키는 어드레스 변환 블럭(ATB)으로부터 식별하기 위해

마이크로-엔진(ME)(710)에 의해 이용된다. 리모트 키(Rkey)는 바인드 작업 요청(Bind work request) 또는 작업 큐 쌍

(WQP)의 송신 큐(SQ)에 포스트된 설명자(WQE)를 이용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설명자

(WQE)는 일반적인 송신, RDMA 기록 및 RDMA 판독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포스트된 작업 요청이

다. 일반적인 설명자(WQE)와는 달리, 바인드 설명자(Bind Descriptor)는 예컨대 이동 또는 RDMA 데이터 전송을 제한하

기 위해 송신 큐(SQ)상의 호스트 메모리(206)의 특정 메모리 영역 내의 "메모리 윈도우"의 무효화와 같은 비 데이터 오퍼

레이션에 포스트된 작업 요청이다. 메모리 영역은 호스트 메모리(206)의 범용 블럭이고, 호스트-패브릭 어댑터(120)이 억

세스할 수 있는 4Kbyte(메모리 페이지에 대응함) 보다 작지 않다. 메모리 영역과는 반대로, "메모리 윈도우"는 5Kbyte와

같은 메모리 영역의 작은 범위를 나타낸다. 바인드 설명자(WQE)는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윈도우"를 완전히 닫아(무효화

하여), 작업 큐 쌍(WQP)이 그 "메모리 창"을 억세스하거나, 호스트 메모리(206)의 상이한 메모리 영역으로 "메모리 창"을

이동(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도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1010)은 작업 큐 쌍(WQP)의 송신 큐(SQ)에 대한 마이크로-엔진

(ME)(710A), 및 작업 큐 쌍(WQP)의 수신 큐(RQ)에 대한 마이크로-엔진(ME)(710B)에 각각 대응하는 송신 큐(SQ)

(1010A) 및 수신 큐(RQ)(1010B)에 대한 분리된 RMB(separate RMB)를 포함할 수도 있다.

SQ RMB(1010A)는 SQ 마이크로 엔진(ME)(710A)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엔진 인터페이스("ME-I/F")

(1020A) 및 RQ RMB(1010B)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RMB 인터페이스("RMB-I/F")를 포함한다.

RQ RMB(1010B)는 MF 판독과 기록을 허용하기 위해 RQ 마이크로-엔진(ME) (710B)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마이크

로-엔진 인터페이스(ME-I/F); SQ RMB(1010A)로부터 키 무효화 요청을 수락하고, 현재 사용중(busy)인지 아닌지를 SQ

RMB(1010A)에 다시 기록하기 위해 SQ RMB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RMB 인터페이스(1030B) 및 리모트 키(Rkey)를

저장하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포함한다. 이러한리모트 키 메모리(1040)는 128×28의 RAM(Random-access-

Memory)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VI#0 또는 WQP# 0  패리티   보호 도메인(15:0)

  패리티  유효  리모트 키 0(26:0)

  패리티  유효  리모트 키 1(26:0)

  패리티  유효  리모트 키 2(26:0)

  패리티  유효  리모트 키 3(26:0)

 VI#1 또는 WQP#1 컨텐츠    

    

 Y    

 chleo VI# 또는 최대 WQP# 컨텐츠    

보호 도메인(PD)은 완료 큐(CQ)를 포함하는 작업 큐(WQ)와 관련된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저장된 정보이다. 보호 도

메인(PD)의 목적은 그 작업 큐(WQ)를 그 보호 도메인(PD)에 등록된 호스트 메모리(도6)의 메모리 위치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모든 완료 큐(CQ)는 생성시 할당된 보호 도메인(PD)을 갖는다. 완료 큐(CQ)로 할당된 보호 도메인(PD)은, 메모리

의 새로운 페이지를 억세스하기 위해 완료 큐(CQ)에 대한 순서로, 변환 및 보호 테이블(TPT)의 변환 엔트리에 의해 복원

된 보호 도메인(PD)과 일치해야만 한다. 보호 도메인(PD)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메모리의 그 페이지가 억세스할 수 없고,

완료 큐(CQ)는 에러를 생성한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큐 역시 가상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한 보호 도

메인(PD)을 이용한다.

SQ 마이크로-엔진(ME)(710A)은 이하의 단계를, 즉

(1) "PD" 레지스터를 보호 도메인 (이는 PD 비교를 요구함)에 기록하는 단계; (2) 리모트 키 레지스터를 기록하는(RQ

RMB(1010B))에 대한 요청을 생성함) 단계 및 (3) 오퍼레이션의 종료시 결정을 위해 RQ RMB(1010B)로부터 비지 비트

(busy bit)를 폴링(polling)하는 단계를 따라 키 무효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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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마이크로-엔진(710B)은, ME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모든 소정 시간에서 리모트 키(Rkey)를 판독 및 기록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태 메커니즘(state machine)에 의한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 및 기록은 ME 억세스 동안

설정된다.

RQ 마이크로-엔진(ME)(710B)은 호스트 메모리(206)내의 보호 도메인(PD)을 초기화할 수도 있다. 제로 "0"의 PD는 PD

가 무효임을 나타낸다. Rkey는 대기중인 RDMA 오퍼레이션에 대응한다. RQ 마이크로-엔진(ME)(710B)은 처리할 SQ

RAM(1010A)인 Rkey 상의 유효 비트를 설정한다.

이어서, SQ 마이크로-엔진(ME)(710A)은 RMB 레지스터에 SQ 개시 비트를 기록함으로써 RMB 오퍼레이션을 시작한다.

SQ RMB(1010A)는 VI "0"으로부터 시작하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통해 진행하기 시작한다. SQ RMB(1010A)는 리

모트 키 메모리 "PD"가 SQ 공급 "PD"(SQ supplied "PD")와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 리모트 키 메모리 "PD"가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SQ RMB(1010A)는 그 VI에 대한 Rkey의 프로세스를 무시한다. 리모트 키 메모리 "PD"가 SQ

공급 "PD"와 일치한다면, 이어서, SQ RMB(1010A)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리모트 키 "0"을 판독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0"이 일치하지 않으면(유효 비트가 참이 아니고, 또는 유효 비트가 참이고, 메모리 리모트 키 "0"이 SQ Rkey

(SQ 공급키)에 대응하지 않음), SQ RAM(1010A)는 다음번 Rkey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0"이 SQ

공급 키(SQ supplied Key)와 일치하면(유효 비트가 참이고, 메모리 리모트 키 0 = SQ Rkey), SQ RMB(1010A)는 Rkey

"0"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한다.

리모트 키 메모리(1040)는 단일 판독 및 단일 기록 포트 메모리일 수도 있다. SQ RMB(1010A)가 리모트 키 메모리(1040)

를 통한 워킹(walking)을 시작하자 마자, RQ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를 판독 및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SQ RMB

(1010A)는 수신 큐(RQ)가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판독하고자 시도할 때 판독 메모리 억세스를 회피(hold off)하고, 수

신 큐(RQ)가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기록하고자 시도할 때 그러한 클럭 사이클 동안 기록 억세스를 회피한다.

SQ RMB(1010A)가 모든 VI에 대한 모든 Rkey를 검사하기 위해 전체 키 메모리(1040)를 지나자 마자, 완료 신호(Done

signal)가 송신 큐(SQ)에 명시(assert)될 수도 있다. 이어서, SQ RMB(1010A)는 송신 큐(SQ)에 의한 시작을 기다린다.

주의해야할 상황으로는, 판독 및 기록이 동일한 어드레스의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발생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독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판독 어드레스가 기록 어드레스와 동일하고, 리모트 키 메모리(1040)가 기록되고,

동일한 클럭 사이클에서 판독될 때, 기록 데이터는 메모리 기록 데이터 대신에 판독 버스에 직접적으로 패스된다.

도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높은 레벨의 리모트 키 검증의 예를 나타낸다. 리모트 키 검증은 리모트 키 메모리(1040)

내의 대기중인 RDMA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Rkey)의 정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작업 큐 쌍(WQP)의 송신 큐

(SQ)에 의해 활성될 수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그러한 리모트 키(Rkey)는 가상 어드레스와 함께 이용되어, 도4a∼도4b

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호스트 시스템(130)의 로컬 메모리(206)를 억세스하는 리모트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설명한다.

도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이크로-엔진(ME)(710)의 마이크로코드는 "설명자"(WQE)의 형태로 있는 작업 요청이 송신

큐(SQ)에 포스트되었는지를, 즉 블록(1110)에 있어서 송신 큐(SQ)에서 처리되어질 임의의 VI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설명

자(WE)는 일반적인 송신, RDMA 기록 및 RDMA 판독 등의 통상적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동안 일반적으로 포스트된

다. 포스트된 작업 요청이 없거나 송신 큐(SQ)에서 처리될 VI가 없다면, 마이크로-엔진(ME)(710)은 유휴(idle) 상태를 유

지한다.

그러나, 포스트된 작업 요청이 있거나 또는 송신 큐(SQ)에서 처리될 VI가 있다면, 블록(1112)에서 마이크로코드는 포스트

된 설명자가 바이드 설명자인지를 판정한다. 바인드 설명자는 예컨대 송신 큐(SQ)상의 호스트 메모리(206)의 메모리영역

내의 "메모리 윈도우"의 이동 또는 무효화와 같은, 비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위한 포스트된 작업 요청으로, RDMA 데이터

전송을 제한한다.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이드 설명자가 아니라면, 블록(1114)에서 마이크로코드는 일반적인 송신, RDMA-기록 및 RDMA-

판독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의 처리를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도7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전체 마이크로-

제어기 서브시스템(700)은 일반적인 송신, RDMA-기록 및 RDMA-판독과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처리

하도록 동작한다. 그러나,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이드 설명자라면, 블록(1116)에서 마이크로코드는 "메모리 윈도우"가 무

효화되었는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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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블록(1118)에서 마이크로코드는 "메모리 윈도우"가 이동된 것으로 기록하고(항상

참임), 블록(1120)에서 "메모리 윈도우"를 이동시키기 위해 호스트 메모리(206)에 대한 기록의 수행을 진행한다. 그러나,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면, 블록(1122)에서 어드레스 변환 블록(ATB)(미도시)은 "메모리 윈도우"의 제거를 위해 호스

트 메모리(206)에 대한 기록의 수행을 진행한다.

그 다음, 블록(1124)에서 RMB(1010)는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하는 모든 대기중의 RDMA 오퍼레이션을 검색하기 위해

활성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블록(1126)에서 RMB(1010)는 이 "메모리 윈도우"에 이용된 리모트 키(Rkey)를 식별한다. 이

"메모리 윈도우"에 이용된 리모트 키(Rkey)가 식별되면, 블록(1128)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Rkey)의 무효화를 진

행하고, 이는 블록(1130)에서 모든 리모트 키(Rkey)가 무효화될 때까지 계속된다. 리모트 키(Rkey)가 식별되지 않으면,

블록(1130)에서 RMB(1010)는 모든 리모트 키(Rkey)의 무효화가 이루어지고, 유휴상태로 복귀한다. 모든 리모트 키

(Rkey)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RMB(1130)는 블록(11254)으로 복귀하여,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하는 모든 대기중의

RDMA 오퍼레이션을 모든 리모트 키(Rkey)가 "무효화"로 마킹될 때까지 검색하고, 따라서 새로운 리모트 키(Rkey) 또는

새로운 작업 큐 쌍(WQP)이 들어올 수 없고, 그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할 수 없다.

도12는, 도11에서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1010)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블록(1124∼1130)에서 보여지는 개별적인

키 검증의 예를 나타낸다. InfiniBandTM 아키텍쳐에 따르면, 256개의 "VI"("WQP" 또는 "OP"로 알려짐)가 있을 수 있다.

모든 256개의 VI는 검증을 위해 메모리 Rkey(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리모트 키)와 SQ Rkey(송신 큐로부터의

리모트 키)를 개별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VI의 수는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VI"가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120)에 의해 지원되는 한 모든 수의 "VI"를 이용할 수 있다.

도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SQ 마이크로-엔진(ME)(710A)이 키 검증을 요청할 때까지 유효상태로 남는다.

그 사이에, RQ 마이크로-엔진(ME)(710B)이 기동되어 희망에 따라 리모트 키(Rkey)를 판독 및 기록할 수 있다. RQ 판독

인 경우, 블록(1210)에서 RMB(1010)는 예컨대 일클럭과 같은 소정 시간을 대기한다.

RQ 판독 활성화가 없거나, 또는 수신 큐(RQ)상에 더 이상의 활성화가 없다면, 블록(1212)에서, RMB(1010)는 메모리 PD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PD) 및 SQ 공급 PD(송신 큐로부터의 PD)를 비교하는 보호 도메인(PD) 비교를 개시한

다. 메모리 PD가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으면, RMB(1010)는 그 VI에 대한 Rkey의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블록(1214)

에서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가 진행된다. 메모리 PD가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Rkey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RMB(1010)는 시간과 클럭 사이클을 절약하기 위해 그 VI에 대한 Rkey의

프로세스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메모리 PD가 SQ 공급 PD와 일치한다면, RMB(1010)는 작업 큐 쌍(WQP)가 Rkey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어서, RMB(1010)는 블록(1216∼1230)에 도시한 바와 같은 그 특정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Rkey)에 대한 리모트

키의 순차적인 판독 및 비교를 시작한다. 각 VI에 대해, 각 작업 큐 쌍(WQP)의 한번의 진행에서는 3개의 RDMA 판독 및 1

개의 RDMA 기록을 포함한 4개의 리모트 키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 VI에 관련된 리모트 키의 수는 4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실시예의 구현에서는 4개의 리모트 키가 각 VI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RMB(1010)는 키 검증을 위해 4

개의 상이한 리모트 키 비교를 순차적으로 개시해야만 한다.

보다 상세하게, 블록(1216)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리모트 키 "0"을 SQ 공급 키와 비교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0"이 일치하지 않으면(유효 비트가 참이 아닌 경우 또는 유효비트가 참이고 메모리 리모트 키 "0"이 SQ

Rkey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RMB(1010)는 다음의 Rkey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한다. 그러나, 메모리 리모트 키 "0"이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유효 비트가 참이고 메모리 리모트 키 0 = SQ Rkey인 경우), 블록(1218)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내의 Rkey "0"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소거한다.

다음으로, 블록(1220)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리모트 키 "1"를 판독하여 SQ 공급 키와 비교

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1"이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며, RMB(1010)는 다음의 Rkey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한다. 메

모리 리모트 키 "1"이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블록(1222)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내의 Rkey "1"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소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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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블록(1224)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리모트 키 "2"를 판독하여 SQ 공급 키와 비

교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2"가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며, RMB(1010)는 다음의 Rkey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2"가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블록(1226)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내의 Rkey "2"에 대응하

는 유효 비트를 소거한다.

마지막으로, 블록(1228)에서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리모트 키 "3"를 판독하여 SQ 공급 키와 비

교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3"이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며, 블록(1214)에서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

하기 위해 이동한다. 메모리 리모트 키 "3"이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블록(1230)에서 RMB(1010)은 리모트 키 메모리내

의 Rkey "3"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소거하고, 모든 VI가 블록(1214)에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진행

한다.

도1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일반적인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의 타이밍 도의 예를 나타낸다. 보다 상세하게, 도

13(a)는 예컨대 모든 8ns에서의 타이밍 도의 예를 나타낸다. 도13(b)는 송신 큐(SQ)로부터 SQ 개시를 나타내는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3(c)는 송신 큐(SQ) 완료에 대응하는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3(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

(1010)의 현재 상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3(e)는 현재의 "VI" 또는 처리중인 작업 큐 쌍(WQP)의 타이밍 도의 예이

다. 도13(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rmb_mem_re)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3(g)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 어드레스(rmb_mem_re_add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3(h)는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판독 데이터(rmb_mem_re_data)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이 경우, 단일 "VI"에 대한 모든 Rkey의 RMB 프로세스와 다음번 VI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일

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메모리 Rkey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오퍼레이션을 한 사이클씩 이하에 설명한다.

도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사이클(#1) 및 사이클(#2) 동안 유휴상태에 있다. 사이클(#3)에서, 송신 큐(SQ)

가 도13(b)에 나타내 바와 같은 RMB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면, RMB(1010)는 도13(f)에 나타낸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판독 인에이블(Read Enable)을 표명(assert)하고, 도13(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VI, 즉 VI "0"에 대한 보호 도메인

(PD)을 판독하기 위해 정확한 어드레스를 드라이브한다.

사이클(#4)에서,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비교된다. 일치한다면, RMB(1010)는 그 VI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Rkey)의

판독을 시작한다. 이어서, 도13(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 큐(SQ)에 대한 완료 표시(완료 신호)가 소멸(de-assert)된다.

사이클(#5,#6,#7)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0","1","2")가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으면, RMB

(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계속한다.

사이클(#8)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판독된 Rkey(3)가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으면, R현재 VI Rkey 프

로세스가 종료된다. 리모트 키 메모리(104)에 대한 판독 인에이블은 도13(f)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에 의해 소멸

된다.

사이클(#9)에서, RMB(1010)는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 검사한다(도12에서의 블록(1214) 참조). 모든 VI가 처리되지 않

았다면, 수신 큐(RQ)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억세스하지 않고, RMB(1010)는 다음번 VI, 즉 VI "1"에 대한 보호 도메

인(PD)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10)에서, 메모리 PD는 사이클(#4)에서 설명한 동일한 방법으로 SQ 공급 PD와 재차 비교된다. 그러나, VI 번호가

증가되었다.

사이클(#11,#12,#13)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0", "1", "2")가 사이클(#5,#6,#7)을 참조하여 설명한

동일한 방법으로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으면,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계속한다.

도1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일반적인 키 관리자 블록(RMB)의 종료를 나타내는 타이밍 도의 예이다. 예컨대, 도14(a)

는 매 8ns에서의 클럭 사이클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4(b)는 송신 큐(SQ)로부터의 SQ 개시를 나타내는 타이밍 도의 예

이다. 도14(c)는 송신 큐(SQ)에 대한 완료에 대응하는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4(d)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

(1010)의 현재 상태의 타이밍 도를 나타내는 예이다. 도14(e)는 현재의 "VI" 또는 처리중인 작업 큐 쌍(WQP)의 타이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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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이다. 도14(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rmb_mem_re)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4(g)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 어드레스(rmb_mem_re_add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4(h)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판독 데이터(rmb_mem_re_data)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이 경우, 마지막 VI에 대한 마지막 2개의 키의 RMB 프로세스와 유휴상태로의 전환을 설명한다. 메모리 Rkey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는다.

도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사이클(#1,#2,#3) 동안 VI(Max) 프로세스의 중간에 있으며, RMB(1010)는 리

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순차적으로 판독된 Rkey("2") 및 Rkey("3")가 도14(h)에 나타낸 바와 같이 VI(Max)에 대한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판정한다.

사이클(#5)에서, RMB(1010)는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 검사한다(도12에서의 블록(1214) 참조). 모든 VI가 처리되었다

면, RMB(1010)는 도1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음번 클럭 사이클에서 유휴상태로 전환한다. RMB(1010)는 도14(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신 큐(SQ)에 대한 완료 표시(완료 신호)를 표명한다.

사이클(#6)에서, 도14(d)에 나타낸 바와 같이 VI(#)는 RMB(1010)의 다음번 개시를 위해 준비된다. 사이클(#7,#8)에서,

이어서 RMB(1010)는 도1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휴상태로 남게된다.

도1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호 도메인(PD) 불일치(mismatch)가 있는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의 타이밍 도

를 나타낸다. 이 경우, RMB(1010)는 VI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RMB(1010)는 현재 VI에 대한 Rkey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다음번의 VI로 전환된다. 도15(a)는 매 8ns에서의 클

럭 사이클의 타이밍 도의 예를 나타낸다. 도15(b)는 송신 큐(SQ)로부터 SQ 개시를 나타내는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5(c)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40)의 현재 상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5(d)는 RMB(1010)로부터의 PD 오류 표

시(PD Fail indication)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5(e)는 현재의 "VI" 또는 처리중인 작업 큐 쌍(WQP)의 타이밍 도의 예

이다. 도15(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rmb_mem_re)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5(g)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 어드레스(rmb_mem_re_add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5(h)는 본 발

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판독 데이터(rmb_mem_re_data)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이 오퍼레이션을 한 사이클씩 이하에 설명한다.

도15(a)∼(h)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사이클(#1)과 사이클(#2) 동안 유휴상태에 있으며, 사이클(#3)에서, 송

신 큐(SQ)가 도15(b)에 나타내 바와 같은 RMB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면,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판독 인

에이블(Read Enable)을 표명(assert)하고, 제1 VI, 즉 VI "0"에 대한 보호 도메인(PD)을 판독하기 위해 정확한 어드레스

를 드라이브한다.

사이클(#4)에서, 도15(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비교된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RMB(1010)

는 그 VI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Rkey)의 판독을 중지한다. 도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판독 어드레스는 다음번 VI의 PD 어

드레스와 함께 로드된다.

사이클(#5)에서, RMB(1010)는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 검사한다(도12에서의 블록(1214) 참조). 모든 VI가 처리되지 않

았다면, 수신 큐(RQ)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억세스하지 않고, RMB(1010)는 다음번 VI, 즉 VI "1"에 대한 보호 도메

인(PD)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6)에서, VI 번호(#)는 도15(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증가된다. 메모리 PD는 도15(c)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Q 공

급 PD와 비교된다. 이는 일치되기 때문에, RMB(1010)는 그 VI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Rkey)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7,#8)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0","1")가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으면,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계속한다.

도16(a)∼도16(k)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 키 일치가 있는 경우의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 오퍼레이션의 타

이밍 도를 나타내는 예이다. 이 경우, RMB(1010)는 VI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일치한다고 가

정한다. 모든 메모리 Rkey는 SQ 공급 PD 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모든 메모리 Rkey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한다고 가

정한다. 따라서, RMB(1010)는 각각의 Rkey 및 모든 Rkey에 대한 유효 비트를 소거해야만 한다. 또한, 다음번 VI로의 전

환이 보여진다. 보다 상세하게, 도16(a)는 예컨대, 매 8ns에서의 클럭 사이클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b)는 송신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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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로부터 SQ 개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40)의 현재 상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d)는 RMB(1010)로부터 PD 오류 표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e)는 현재의 "VI" 또는 처리중인 작업 큐

쌍(WQP)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rmb_mem_re)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g)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 어드레스(rmb_mem_re_addr)의 타이밍 도

의 예이다. 도16(h)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판독 데이터(rmb_mem_re_data)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i)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기록(rmb_mem_w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j)는 본 발명의 실시예

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기록 어드레스(rmb_mem_wr_add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6(k)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기록 데이터(rmb_mem_wr_data)의 타이밍 도의 예를 나타낸다.

이 오퍼레이션을 한 사이클씩 이하에 설명한다.

도16(a)∼도16(k)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사이클(#1) 및 사이클(#2) 동안 유휴상태에 있다. 사이클(#3)에서,

송신 큐(SQ)가 도16(b)에 나타내 바와 같은 RMB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면, RMB(1010)는 도16(f)에 나타낸 바와 같은 리

모트 키 메모리(1040)에 판독 인에이블(Read Enable)을 표명(assert)하고, 도16(g)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VI, 즉 VI

"0"에 대한 보호 도메인(PD)를 판독하기 위해 정확한 어드레스를 드라이브한다.

사이클(#4)에서,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비교된다. 일치한다면, RMB(1010)는 그 VI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Rkey)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5)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 "0"은 SQ 공급 Rkey와 일치한다. 그 결과,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중단한다.

사이클(#6)에서, Rkey "0"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16(i)에 나

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기록 인에이블을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표명한다. 게다가, RMB(1010)는 Rkey "1"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7)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1")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한다. 그 결과, RMB(1010)는 리모

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중단한다.

사이클(#8)에서, Rkey("1")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16(i)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기록 인에이블을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표명한다. RMB(1010)는 Rkey("2")의 판독

을 개시한다.

사이클(#9)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2")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한다. 그 결과, RMB(1010)는 리모

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중단한다.

사이클(#10)에서, Rkey("2")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16(i)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기록 인에이블을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표명한다. RMB(1010)는 Rkey("3")의 판독

을 개시한다.

사이클(#11)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3")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한다. 그 결과, RMB(1010)는 리모

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중단한다.

사이클(#12)에서, Rkey("3")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16(i)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기록 인에이블을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표명한다.

사이클(#13)에서, RMB(1010)는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 검사한다(도12에서의 블록(1214) 참조). 모든 VI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수신 큐(RQ)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억세스하지 않고, RMB(1010)는 다음번 VI, 즉 VI "1"에 대한 보호 도

메인(PD)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14)에서, 메모리 PD는 사이클(#4)에서 설명한 동일한 방법으로 SQ 공급 PD와 재차 비교된다. 그러나, VI 번호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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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7(a)∼도17(m)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복수 키가 간헐적인 RQ 메모리 억세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 오퍼레이션의 타이밍 도를 나타내는 예이다. 이 경우, RMB(1010)는 VI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RMB(1010)는 각 Rkey 및 모든 Rkey에 대한 유효 비트를 소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RQ 마이크로-엔진(ME)(710B)은 RMB(1010)가 메모리(1040) 억세스를 시도하는 사이클상에서 메모리

(1040)를 억세스한다. 따라서, 잠재적인 메모리 억세스 충돌을 설명한다. 다음번 VI로의 전환도 보여지고 있다.

도17(a)는 예컨대, 매 8ns에서의 클럭 사이클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b)는 송신 큐(SQ)로부터 SQ 개시의 타이밍 도

의 예이다. 도17(c)는 수신 큐(RQ)로부터의 RQ 소스 어드레스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d)는 RMB(1010)의 RQ 메모

리 기록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e)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40)의 현재 상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

(f)는 RMB(1010)로부터의 키 오류 표시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g)는 현재의 "VI" 또는 처리중인 작업 큐 쌍(WQP)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h)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rmb_mem_re)의 타이밍 도의 예이

다. 도17(i)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판독 어드레스(rmb_mem_re_add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j)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판독 데이터(rmb_mem_re_data)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k)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기록(rmb_mem_w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l)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MB(1010)의 메모리 기록 어드레스 (rmb_mem_wr_addr)의 타이밍 도의 예이다. 도17(m)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메모리 기록 데이터(rmb_mem_wr_data)의 타이밍 도의 예를 나타낸다.

이 오퍼레이션을 한 사이클씩 이하에 설명한다.

도17(a)∼도17(m)에 나타낸 바와 같이, RMB(1010)는 사이클(#1) 및 사이클(#2) 동안 유휴상태에 있다. 사이클(#3)에서,

송신 큐(SQ)가 도17(b)에 나타내 바와 같이 RMB 오퍼레이션을 시작한다. 따라서, RMB(1010)는 VI "0"("WQP" 또는

"QP"로 알려져 있음)에 대응하는 보호 도메인(PD)을 판독한다. 그러나, 수신 큐(RQ)는 이 크럭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

(1040)를 판독하기 위해 시도한다. 따라서, RMB(1010)는 수신 큐(RQ)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다.

사이클(#4)에서, RQ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RMB(1010)는 판독 인에이블을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표명하고, 도17(i)

및 도17(j)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1 VI, 즉 VI "0"에 대한 보호 도메인(PD)를 판독하기 위해 정확한 어드레스를 드라이브

한다.

사이클(#5)에서, 메모리 PD는 SQ 공급 PD와 비교된다. 이는 일치되기 때문에, RMB(1010)는 그 VI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Rkey)의 판독을 시작한다. 그러나, 수신 큐(RQ)는 이 클럭상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을 판독하기 위해 시도한다.

따라서, RMB(1010)는 수신 큐(RQ)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다.

사이클(#6)에서, RMB(1010)은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 "0"의 판독을 개시한다.

사이클(#7)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 "0"은 SQ 공급 Rkey와 일치한다. 그 결과,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의 판독을 중단한다.

사이클(#8)에서, Rkey "0"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수신 큐(RQ)

는 이 클럭상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기록중에 있다. 따라서, RMB(1010)는 수신 큐(RQ)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

지 대기한다.

사이클(#9)에서, 수신 큐(RQ)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RMB(1010)는 Rkey "0"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메모리(1040)에서

소거한다. 이어서, RMB(1010)는 Rkey "1"의 판독을 시작한다.

사이클(#10)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1")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는다. RMB(1010)는 리모

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Rkey("2")를 판독한다. 그러나, 수신 큐(RQ)는 이 클럭상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를 판독

하기 위한 시도중에 있다. 따라서, RMB(1010)는 수신 큐(RQ)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다.

사이클(#11)에서, 수신 큐(RQ)가 활성되지 않으면,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Rkey "2"의 판독을 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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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12)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 "2"는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RMB(1010)

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Rkey "3"을 판독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신 큐(RQ)는 이 클럭상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

(1040)를 판독하기 위한 시도중에 있다. 따라서, RMB(1010)는 수신 큐(RQ)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다.

사이클(#13)에서, 수신 큐(RQ)가 활성되지 않으면, RMB(1010)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 Rkey "3"의 판독을 개

시한다.

사이클(#14)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Rkey "3"은 SQ 공급 Rkey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RMB(1010)

는 리모트 키 메모리(1040)로부터의 판독을 중단한다.

사이클(#15)에서, RMB(1010)는 Rkey "3"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하기를 원한다. 그

러나, 수신 큐(RQ)는 이 클럭상에서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 기록중에 있다. 따라서, RMB(1010)는 수신 큐(RQ)가 활성

화되지 않을 때까지 대기한다.

사이클(#16)에서, RMB(1010)는 Rkey "0"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리모트 키 메모리(1040)에서 소거한다.

사이클(#17)에서, RMB(1010)는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를 검사한다. 모든 VI가 처리되지 않았고, 수신 큐(RQ)가 메모리

(1040)를 억세스하지 않는다면, RMB(1010)는 다음전 VI, 즉 VI(#1)("WQP #1"또는 "QP #1"으로 알려져 있음)의 판독을

개시한다.

클럭(#18)에서, RMB(1010)는 메모리91040)에 판독 인에이블을 표명하고, 사이클(#4)를 참조하여 설명한 동일한 방법으

로 VI(#1)에 대한 키 "0" 판독하기 위해 정확한 어드레스를 드라이브한다. 그러나, VI 번호는 증가한다.

도13, 도14, 도15, 도16, 및 도17에서 나타낸 타이밍 도는 ASIC 프로세스와 기타 요인의 필요에 의해 도시된 것이다.

ASIC 프로세스 및 기술 요구(칩 제조 기술)이 상이하다면, 도10∼12에 나타낸 이들 단계의 구현과, 도13, 도14, 도15, 도

16, 및 도17에 나타낸 타이밍 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본적인 이론은 여전히 이어진

다.

게다가, 본 명세서의 도10∼12를 참조하여 상술한 것들에 더하여, 리모트 키 관리자 블록(RMB)의 구현에 이용될 수도 있

는 다른 가능한 2가지의 접근법이 있다. 이들 가능한 접근법은 완전히 하드웨어로 구현된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과 완전히

마이크로코드로 구현된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을 포함한다.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이 완전히 하드웨어로 구현되면,

SQ 바인드 설명자와 RQ RDMA 오퍼레이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및 호스트 메모리 윈도우 무효화 또는 이동으로 인하

여 과도한 경쟁 상태(race condition)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 또한, InfiniBantTM 사양에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 불가능하

지 않더라도, 추후 하드웨어의 변경 및 업그레이드가 곤란하다. 리모트 키 관리자 블럭(RMB)이 완전히 마이크로코드로 구

현되었다면, WQP 당 적어도9개 클럭 사이클(5개의 판독 사이클 및 4개의 기록 사이클)이 요구된다. 256개의 WQP를 가

정하면, 총 256(WQP) × 9(clock/WQP) × 8(ns/colck)~18㎲가 요구되어 진다. 이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가 완전히 지

연되어, 이 시간동안 SQ 데이터 패킷을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패킷 시간 경과나 적합성 이슈와 InfiniBantTM와

관련된 기타 적합성 문제를 발생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채널-기반 스위치 패브릭 아키텍쳐를 이용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내의 호스트

시스템에 설치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는 NGIO/InfiniBantTM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호스트 시스템에서의 통신 장치 사

이 또는 서로 직접 접속된 호스트 시스템 사이, 또는 채널 기반 스위치 패브릭 아키텍쳐를 이용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통해

접속된 호스트 사이의 데이터 이동 오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는 최소의 배선을 갖는

NGIO/InfiniBantTM 프로토콜의 실행 제어를 포함하는, 최소 하드웨어 투자를 갖는 NGIO/InfiniBantTM 기능성에 대해 최

적화된다. 호스트 패브릭 어댑터의 마이크로-제어 서브시스템은 최소 배선으로 NGIO/InfiniBantTM의 실행을 제어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키 검증 메커니즘은, 채널 기반 스위치 패브릭을 통하여, 그러한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대기중인 데이터 트

랜잭션(예컨대,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를 관리하고 무효화하도록 구현되어, 효율적으로 호스트 메

모리를 억세스 하기 위해 리모트 시스템을 인증한다.

본 발명의 전형적인 실시예를 고려하여 도시 및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각종 변경과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

고, 그 구성 요소가 유사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예컨대, 본 발명은, NGIO(Next

등록특허 10-0555394

- 21 -



Generation I/O), FIO(future I/O), InfiniBandTM 를 이용하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WAN), 캠퍼스 에어리어 네트워크(CAN),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MAN), 글로벌 에어리어 네트워크(GAN), 와

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WPAN), 및 시스템 에어리어 네트워크(SAN)을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 네트워크에 적

용가능하며, 이 LAN 서브시스템은 이더넷, FDDI(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토큰 링 LAN, 비동기식 전송 모드

(ATM) LAN, 광섬유 채널, 및 무선 LAN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기타 변경이 본 발명의 기술에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각종 실시예에 제한되지는 않으며,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의 범위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실시예를 포함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위한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의 작업 요청에 응답하여, 스위치 패브릭(switched fabric)을 통해,

접속을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지원하도록 배치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마이크로-엔진, 및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리모트 키를 관리하고, 대기중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상기 리모트 키의 정당

성을 검사하도록 배치된 리모트 키 관리자

를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및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한 처리 및/또는 전송으로 인해 이동되어질 데이터의 위치를 설

명하기 위해, 작업 요청이 설명자(descriptor)의 형태로 포스트되어 있는 복수의 작업 큐 쌍(WQP)

을 더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큐 쌍(WQP) 각각은,

리모트 시스템의 가상 인터페이스(VI)에 일반 메시지 송신을 요청하고,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상기 리모트 시스템의

특정 메모리 위치로부터 판독될 메시지를 요청하는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DMA) 판독을 요청하며, 상기 스위치 패

브릭을 통해 상기 리모트 시스템의 특정 메모리 위치 상에 기록될 메시지를 요청하는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DMA)

기록을 요청하는 "개시자(initiator)"로서 이용되는 송신 큐(SQ), 및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일반 송신으로부터의 메시지에 대한 요청, 및 상기 리모트 시스템으로부터의 RDMA 판독 및

RDMA기록을 수신하는 "응답자(responder)"로서 이용되는 수신 큐(RQ)

를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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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엔진 및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InfiniBandTM 사양"에 따라 구성되고, 특정 용도의 집적 회로(ASIC)의

일부로서 구현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엔진은,

상기 작업 큐 쌍(WQP)의 송신 큐(SQ)의 오퍼레이션을 제어하도록 배치된 송신 큐(SQ) 마이크로-엔진, 및

상기 작업 큐 쌍(WQP)의 수신 큐(RQ)의 오퍼레이션을 제어하도록 배치된 수신 큐(RQ) 마이크로-엔진

을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키 검증을 위한 작업 요청에 포함된 리모트 키와의 비교에 이용되는 저장 리모트 키를 저장하기

위한 리모트 키 메모리를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는 RDMA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대기중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하여 가상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로 전환하기 위한 적당한 페이지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RDMA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상기 작업 요청은 일반 송신, RDMA 기록, 및 RDMA 판독 등의 일반 데

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자의 형태로 포스트되거나, 이동 또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호스트 메모리의 특정

메모리 영영내의 "메모리 윈도우"의 무효화 등의 비 데이터(non data)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바인드 설명자의 형태로 포

스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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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는 하나의 판독용 포트 및 하나의 기록용 포트를 갖는 랜덤-억세스-메모리(RAM)인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상기 송신 큐(SQ)에 포스트된 설명자가 비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위한 바인드 설명자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인드 설명자가 아니라면, 일반 송신, RDMA 기록, 및 RDMA 판독 등의 일반 데이터 전송 오퍼

레이션을 처리하는 단계;

상기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인드 설명자라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의 이동을 노팅(noting)하고,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상기 호스트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었다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상기 호스트 메모

리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했던 리모트 키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하는 대기중인 모든 RDMA 오

퍼레이션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했던 상기 리모트 키가 식별되면, 모든 리모트키가 무효화될 때까지 상기 리모트 키를 무효화

하는 단계;

식별된 리모트 키가 없다면, 상기 모든 리모트 키의 무효화를 종료하고, 유휴 상태(idle)로 복귀하는 단계; 및

상기 모든 리모트 키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리모트 키 또는 새로운 작업 큐 쌍(WQP)이 진입하여 상기 "메모리 윈도

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리모트 키가 "무효화됨"으로 마킹될 때까지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사용하는 대기중인 모든

RDMA 오퍼레이션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

에 의해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하도록 활성화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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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메모리 PD 및 가상 인터페이스(VI)의 SQ 공급 PD(SQ supplied PD) 사이의 보호 도메인(PD) 비교를 개시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PD가 상기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VI에 대한 상기 리모트 키의 처리를 무시하고, 모든 VI가 처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PD가 상기 SQ 공급 PD와 일치하면, 키 검증을 위한 그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에 대하여 리모트 키를 순

차적으로 판독하고, 리모트 키 비교를 순차적으로 개시하는 단계

에 의해 리모트 키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기 SQ 마이크로-엔진으로부터의 키 무효화를 위한 요청에 따라 활성화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1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1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2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2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2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2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3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3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3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3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최종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최종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

계; 및

상기 최종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최종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

에서 소거하고,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에 의해 그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에 대하여 리모트 키 비교를 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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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3.

데이터 네트워크의 스위치 패브릭에 접속하기 위해 호스트 시스템에 설치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로서,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접속을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마이크로-엔진(ME);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위한 상기 스위치 패브릭으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 및 송신하도록 배치된 직렬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위한 상기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작업 큐를 설명자의 형태로 수신 및 송신하도록 배치된 호스

트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한 작업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마이크로-엔진(ME)에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하도

록 배치된 컨텍스트 메모리;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한 작업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상기 마이크로-엔진(ME)에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배치된 도어벨 관리자; 및

리모트 키를 관리하고, 대기중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상기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하도록 배열된 리모

트 키 관리자

를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 및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한 처리 및/또는 전송으로 인해 이동되어지는 데이터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 동작 및 작업 요청이 설명자의 형태로 포스트되어 있는 복수의 작업 큐 쌍(WQP)을 포함하는

전송 엔진

을 더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 큐 쌍(WQP) 각각은,

리모트 시스템의 가상 인터페이스(VI)에 일반 메시지 송신을 요청하고,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상기 리모트 시스템의

특정 메모리 위치로부터 판독될 메시지를 요청하는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DMA) 판독을 요청하며, 상기 스위치 패

브릭을 통해 상기 리모트 시스템의 특정 메모리 위치 상에 기록될 메시지를 요청하는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DMA)

기록을 요청하는 "개시자(initiator)"로서 이용되는 송신 큐(SQ), 및

상기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일반 송신으로부터의 메시지에 대한 요청, 및 상기 리모트 시스템으로부터의 RDMA 판독 및

RDMA기록을 수신하는 "응답자(responder)"로서 이용되는 수신 큐(RQ)

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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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엔진, 상기 호스트 인터페이스, 상기 컨텍스트 메모리, 상기 도어벨 관리자, 및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InfiniBandTM 사양"에 따라 구성되고, 특정 용도의 집적 회로(ASIC)의 일부로서 구현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마이크로-엔진은

상기 작업 큐 쌍(WQP)의 송신 큐(SQ)의 오퍼레이션을 제어하도록 배치된 송신 큐(SQ) 마이크로-엔진, 및

상기 작업 큐 쌍(WQP)의 수신 큐(RQ)의 오퍼레이션을 제어하도록 배치된 수신 큐(RQ) 마이크로-엔진

을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키 검증을 위한 작업 요청에 포함된 리모트 키와의 비교에 이용되는 저장 리모트 키를 저장하기

위한 리모트 키 메모리를 포함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는 RDMA 판독/기록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대기중인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하여 가상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로 전환하기 위한 적당한 페이지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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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MA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상기 작업 요청은 일반 송신, RDMA 기록, 및 RDMA 판독 등의 일반 데

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자의 형태로 포스트되거나, 이동 또는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호스트 메모리의 특정

메모리 영영내의 "메모리 윈도우"의 무효화 등의 비 데이터(non data)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바인드 설명자의 형태로 포

스트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는 하나의 판독용 포트 및 하나의 기록용 포트를 갖는 랜덤-억세스-메모리(RAM)인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상기 송신 큐(SQ)에 포스트된 설명자가 비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위한 바인드 설명자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인드 설명자가 아니라면, 일반 송신, RDMA 기록, 및 RDMA 판독 등의 일반 데이터 전송 오퍼

레이션을 처리하는 단계;

상기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인드 설명자라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의 이동을 노팅(noting)하고,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상기 호스트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었다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상기 호스트 메모

리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했던 리모트 키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하는 대기중인 모든 RDMA 오

퍼레이션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했던 상기 리모트 키가 식별되면, 모든 리모트키가 무효화될 때까지 상기 리모트 키를 무효화

하는 단계;

식별된 리모트 키가 없다면, 상기 모든 리모트 키의 무효화를 종료하고, 유휴 상태(idle)로 복귀하는 단계; 및

상기 모든 리모트 키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리모트 키 또는 새로운 작업 큐 쌍(WQP)이 진입하여 상기 "메모리 윈도

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리모트 키가 "무효화됨"으로 마킹될 때까지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사용하는 대기중인 모든

RDMA 오퍼레이션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

에 의해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하도록 활성화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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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메모리 PD 및 가상 인터페이스(VI)의 SQ 공급 PD(SQ supplied PD) 사이의 보호 도메인(PD) 비교를 개시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PD가 상기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VI에 대한 상기 리모트 키의 처리를 무시하고, 모든 VI가 처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메모리 PD가 상기 SQ 공급 PD와 일치하면, 키 검증을 위한 그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에 대하여 리모트 키를 순

차적으로 판독하고, 리모트 키 비교를 순차적으로 개시하는 단계

에 의해 리모트 키를 무효화하기 위해, 상기 SQ 마이크로-엔진으로부터의 키 무효화를 위한 요청에 따라 활성화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 관리자는,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1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1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2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2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2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2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3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3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3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3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최종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최종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

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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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종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최종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

에서 소거하고,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에 의해 그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에 대하여 리모트 키 비교를 개시하는

호스트-패브릭 어댑터.

청구항 25.

호스트 시스템에 설치된 호스트-패브릭 어댑터에서, 대기중인 리모트 직접 메모리 억세스(RDMA)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리모트 키의 정당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송신 큐(SQ)에서 처리되어질 임의의 가상 인터페이스(VI)가 비 데이터 오퍼레이션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인드 설명자가 아니라면, 일반 데이터 전송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는 단계;

상기 포스트된 설명자가 바인드 설명자라면,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었는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의 이동을 노팅(noting)하고,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동시키기 위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상기 호스트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가 무효화되었다면,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제거하기 위해 상기 호스트 시스템의 상기 호스트 메모

리에 기록하는 것을 수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했던 리모트 키를 식별하기 위해,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하는 대기중인 모든 RDMA 오

퍼레이션을 검색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이용했던 상기 리모트 키가 식별되면, 모든 리모트키가 무효화될 때까지 상기 리모트 키를 무효화

하는 단계;

식별된 리모트 키가 없다면, 상기 모든 리모트 키의 무효화를 종료하고, 유휴 상태(idle)로 복귀하는 단계; 및

상기 모든 리모트 키가 무효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리모트 키 또는 새로운 작업 큐 쌍(WQP)이 진입하여 상기 "메모리 윈도

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모든 리모트 키가 "무효화됨"으로 마킹될 때까지 상기 "메모리 윈도우"를 사용하는 대기중인 모든

RDMA 오퍼레이션을 검색하는 상기 단계로 복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리모트 키는,

메모리 PD 및 가상 인터페이스(VI)의 SQ 공급 PD(SQ supplied PD) 사이의 보호 도메인(PD) 비교를 개시하는 단계;

상기 메모리 PD가 상기 SQ 공급 PD와 일치하지 않으면, 그 VI에 대한 상기 리모트 키의 처리를 무시하고, 모든 VI가 처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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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 PD가 상기 SQ 공급 PD와 일치하면, 키 검증을 위한 그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에 대하여 리모트 키를 순

차적으로 판독하고, 리모트 키 비교를 순차적으로 개시하는 단계

에 의해 무효화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그 VI와 관련된 모든 리모트 키에 대한 상기 리모트 키 비교는,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1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1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1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2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2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2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2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제3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3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리모트 키를 검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3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제3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에

서 소거하는 단계;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로부터 최종 리모트 키를 판독하고, 상기 SQ 공급 키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최종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이동하는 단

계; 및

상기 최종 리모트 키가 상기 SQ 공급 키와 일치하면, 상기 최종 리모트 키에 대응하는 유효 비트를 상기 리모트 키 메모리

에서 소거하고, 모든 VI가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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