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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a도 내지 제1f도는 종래의 ATM 다중화 처리 장치의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ATM 다중화 처리 장치의 구성도.

제3a도 및 제3b도는 ATM 셀 입력 회로부의 세부 구성도.

제4도 ATM 신호 /OAM 셀 입력 회로부의 세부 구성도.

제5도는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회로부의 세부 구성도.

제6a도 및 제6b도는 우선 순위 엔코더 회로부의 세부 구성도.

제7도는 연결 테이블 처리 회로부의 세부 구성도.

제8도는 ATM 셀 출력 회로부의 세부 구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a : ATM 셀 입력 회로부                     b : ATM 신호/OAM 셀 입력 회로부

c :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회로부          d : 우선 순위 엔코더

e : 연결테이블 처리 회로부                 f : ATM 셀 출력 회로부

g : 셀 전송 제어부                              h : 클럭 신호 제어 회로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의  구성요소인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및  노드, 
망종단  장치  및  단말  접속장치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ATM  다중화  처리  장치로서,  입력단의 
버퍼(FIFO)  저장  레벨과  각  연결의  서비스  우선순위  정보에  따라서  먼저  처리하는  우선처리  기능과 
ATM 헤더 변환기능을 가진 ATM 통계적 다중화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들은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음성  서비스와  같은 연
속적인  특성의  서비스뿐만아니라  파일전송과  같은  고속  데이타  서비스,  VBR(Varrable  Bit Rate)실시
간  영상  서비스  등의  버어스트  특성(Bursty)의  서비스를  동일한  전송링크상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ATM방식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맞는  다중화  처리  장치는  교환  시스템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광  케이블을 구동
하는  TDM(Time  Division  Multiplexing)회로  뿐만아니라  크로스  포인터  스위치에도  사용되며  이를 구
성하는  방법으로는  몇몇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STM(Synchronous  Transfer Mode)방식
에  근거를  둔  TDM방식의  다중화  방식과는  다르게  향후  도래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ATM방
식에 적합한 융통성있는 다중화 방식이 요구된다.

ATM  방식의  통계적  다중화  방식은  연속적인  특성의  트래픽  뿐만  아니라  버어스트  특성(bursty)의 트
래픽을  다루는  처리  능력을  가지는  유연한  망전달  기술(network  transfer  technique)이다.  특히, 전
송측면에서  150Mbps급의  고속  데이타  서비스  뿐만아니라  그  아래  속도의  연속적인  흐름의  데이타 처
리  기능도  가지는  유연성있는  비동기  다중전송기능의  형태로  보여진다.  STM망에서  트렁크상에 요구
되는  대역폭은  모든  개개의  고정된  비트  속도를  수학적으로  합하여  계산되어  질  수  있으나,  ATM 망
에서는  소오스(Source)가  충분히  다중화되어지고  서로  관련성이  없는  조건에서  소오스(source)의 통
계적 다중 효과에 따라 망의 효율이 증가한다.

광대역  터미널  어뎁터의  경우  여러  종류의  서비스  연결을  각  연결의  서비스  우선순위에  맞게  하나의 
셀  흐름으로  다중화해야하며,  광대역  망종단장치(B-NT2)의  경우  UNI(User-Network  Interface)에서 
여러  가입자의  전송  라인으로  부터  들어오는  셀에  대해  각  셀이  속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하나의  연속적인  셀  흐름으로  집선  다중화시켜야한다.  이와같은  ATM  다중화  처리기능은  광대역 종합
정보통신망(B-ISDN)을  구성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ATM 다
중화  처리  장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응용성을  높이고  이용가능한  리소스(Resurce)의  최적 
사용을  위해서  망내  유연성을  반영해야  하며  ATM망내  다수개의  소오스(Source)를  하나의 전송링크상
에 결합시켜기 위하여 망의 클럭에 독립적으로 서비스 및  그  단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셀 손실과 셀 지연변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서  망의  클럭에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게  입력단을  구성하였으며, 
여러  서비스  연결에  대해  우선처리  순위에  맞게  융통성  있는  셀  처리를  수행하는  ATM  다중화  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입력  신호들을  하나의  출력으로  셀  충돌없이  루팅하는 
기능이  있으며,  동시에  헤더가  변환되어져서  전달되어야  하므로  가장  빠른  디바이스  기술을 사용하
여 최적화된 구조로 구현되어야 한다.

제1a도  내지  제1f도에  나타낸  종래의  ATM  다중화  처리  장치에서  제1a도의  모델(Model)을  보면, 다중
화  처리  장치는  다수의  입력선으로  부터  입력  데이타를  저장하는  입력  버퍼와  그들로부터  하나의 링
크상으로  루팅하여  하나로  집선시키는  스퀘듈러로  구성된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셀  충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스퀘듈링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설계상  복잡성과  기능사이의 트레이드-오프

(trade-off)관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스퀘듈러로  구성된  트레인(Train)스퀘듈러  방식의  다중화  처리  장치는  제1b도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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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바와  같이  n개의  입력선과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서로  다른  셀  흐름을  각  입력버퍼에  저장한다. 
빈  슬롯  발생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빈슬롯(휴지셀  :  idle  셀에  해당)을  발생하며,  이것은  차례대로 
프로세싱  노드로  들어가서  인접노드를  통하여  전달되어진다.  이때,  프로세싱  노드가,  입력되는 슬롯
이 빈 슬롯이고,  입력버퍼에 전송할 셀이 있으면 셀을 실어 전송한다.  이 경우 빈 슬롯 발생기 가까
이에  위치해  있는  프로세싱  노드가  항상  셀  송신의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셀  충돌은  일어나지  않지만 
프로세싱  노드의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고,  빈  슬롯  발생기에서  멀리  떨어진  노드는  셀  송신 기회
가 적어서 셀 분실이 야기되며 공평성에 문제가 있게 된다.

제1c도에  나타낸  카오(Chao)의  ATM  다중화  처리  장치는  미국의  벨코어(Bell  core)사에서  제안한 것
으로,  고정된  우선순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b도의  빈  슬롯  발생기  및  다수의  프로세싱 노
드의  출력단에  (n+1)×(n+1)  스위치  매트릭스를  추가하여,  스위치의  연결을  변경시킴으로써 우선순
위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셀  손실률(cell  loss  rate)을  줄일  수  있는  스퀘듈링  방법을 제안
하지는  못하였다.  자유중국에  의해  제안된  다이나믹(Dynamic)  ATM  다중화  처리  장치(제1d도)에서는 
카오(Chao)방식에  풀  버퍼  우선  서비스(full-buffer-first-service)의  원칙을  적용하여  입력버퍼의 
오우버플오루(overflow)조건을  줄여서  셀  손실률을  감소시켰다.  여기에서는  입력  버퍼가  풀상태인 
경우  바로  다음  셀  송신  시기에  데이타를  송신하여  버퍼의  오우버플로우(overflow)가  일시적으로 생
기지  않도록  한  방법으로서  각  프로세싱  노드는  각  입력버퍼가  풀  상태인지를  검출하여  풀  상태이면 
제어기에  자기  노드  식별자(node-in)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제어기에서는  받아들여진  모든 식별자
로  부터  가장  작은  것을  찾아서  빈  슬롯  발생기의  출력을  먼저  연결하도록  스위치의  연결을 변경시
킨다.  위에서  언급한  카오(Chao)방법에서는  프로세싱  노드가  데이지  체인(daisy-chain)방식을 가지
기 때문에 높은 위치의 입력단이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할당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가입자  단에서  서비스에  따라  셀  어셀블링을  한  후,  다중화하는  부분에서는  이  방법을 사
용할 수 있으나 리모트(remote) 노드나 망종단장치 등에서의 셀 다중화를 위해서는 사용 
불가능하다.  그리고,  높은  우선순위  가지는  입력단에  버어스트성(bursty)의  트래픽이  인가되면 우선
순위가  낮은  입력단에서는  셀  분실이  발생하므로  셀  송신의  공평성을  잃게  되며,  하나의  노드에 발
생한  동작  에러(error)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동작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스위치의  연결  제어로  폴트(fault)가  발생한  프로세싱  노드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이나믹(Dynamic)  ATM  다중화  처리  장치의  경우,  스위치  연결을  변경시  제어기로  부터  빈  슬롯 발
생기에  “재구성  신호”를  보내면  빈  슬롯  발생기에  발생하는  셀(슬롯)이  데이타가  채워져  있음을 
표시하여 스위치 연결 변경시 프로세싱 노드에서 셀을 보내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셀  송신의  채널  용량을  낭비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셀  송신을 받
아서  프로세싱  노드에서  셀을  송신하는  중에  연결  재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유효한  셀에 손상
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셀을  송신하지  않으면  셀  동기를  위한  휴지셀을  계속해서 송신
해야  하는데  스위치  연결을  변경하는  동안  송신을  못하게  되므로  셀  동기를  잃어  버리게  될  수 
있다.  크로스  포인트  스위치의  회로  구조상  복잡도로  인해서  바이트  단위의  병렬  데이타  전송시 입
력  버퍼에서  전송하고자하는  셀을  비트  스트림(bit  stream)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각  노드마다 존재
해야하는  회로의  낭비가  존재하고,  스위칭  내부  처리  속도가  아주  높아야  하므로  구현상  어려운 점
이 많다.

제1e도에  나타낸  일본  후지쯔(Fujitsu)의  가또(Kato)가  제안한  ATM  다중화  처리  장치는  지금까지의 
구조와는  상이하게,  복수의  가입자선을  통해  전송되어  온  셀을  해당  가입자  대응의  입력버퍼에 저장
한  후  각  입력단에  채널을  집선  다중하는  다중화  스위치와  이를  제어하는  다중화  제어부를  두어 다
중화 제어부의 상호간의 상태에 따라 셀을 집선 다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중화  제어부를  상호  링구조로  플래그(flag)신호선을  연결하여  그  선상에  채널사용과  각  입력단의 
다중화  상태를  표시하는  FLG(flag)를  순환시켜  입력버퍼내  저장된  셀을  송신할  권리를  할당한다. 이
는  기본  구조와는  다르게  스위치  대신에  다중화  제어부를  분산시켜  놓았으며  가입자의  망의 형태
(topology)상 링구조의 분산형에 적합한 다중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유럽의  방식으로  포르투칼의  로하(Rocha)가  제안한  ATM  다중화  처리  장치(제1f도)는  입력버퍼와 데
이타  프로세싱  기능과  데이타  버스  사용  중재기능의  전송제어부등  기본요소로  구성된  다중화  요소, 
데이타  버스  그리고  버스  사용  중대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중화를  위한  스퀘듈링  기능은 
각  다중화  요소내  버스  사용  충돌  중재회로에서  발생한  버스  엑세스  제어를  위한  결정변수를 포함하
는  우선순위  벡터를  버스사용  중재버스  통해  차례대로  프로세서에서  읽어들인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서  출력  데이타  버스를  사용하여  전송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고속으로  셀을  송신해야  하는  ATM 다
중화  처리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의  기능  및  속도가  우수해야  하고  각  입력  버퍼의 상
태를  데이지  체인(daisy-chain)에  의해  하나의  버스  사용  중재버스를  사용하여  프로세서에서 체크하
므로 구현상 복잡할 뿐만아니라 버어스티 트래픽(bursty traffic)이 존재하는 서비스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각  입력단에  대한  다중화  요소에서는  휴지셀(idle  cell)  혹은  비할당셀(unassigned  cell)을 
발생하는  구조가  존재하며,  적어도  하나의  다중화  요소는  비할당셀을  발생하기  위해서  액티브 상태
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헤더  변화기능이  각  다중화  요소에  모두  존재해야  하므로  회로가  복잡할 
뿐만아니라 각 연결 테이블을 관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은,  셀  손실율을  낮게 유지하면
서  CBR(Constant  Bit  Rate)특성의  전화  서비스  뿐만아니라  버어스트성(bursty)의  비디오  데이타 등
을 다중화하는 우선순위 처리 및  헤더 변환기능을 가진 ATM  다중화 처리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입력단으로  들어오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셀
에  대해  각  셀을  저장하고,  셀의  일시적인  변위를  흡수,  제거하는  다수의  ATM  셀  입력수단  ;  상기 
다수의 ATM  셀  입력수단으로 부터 각각에 저장된 셀의 갯수에 대한 저장 레벨정보를 동시에 받아 송
신하기  위해  대기중인  셀이  많은  상기  ATM  셀  입력수단으로부터  송신을  하도록  결정하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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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더  ;  상기  우선순위  엔코더로  부터  보내온  셀의  헤더와  그  헤더가  속하는  입력포트번호를 가지
고  변환헤드를  출력하는  연결테이블  처리수단  ;  상기  연결테이블  처리수단으로  부터  받은 변환헤더
와 해당 연결정보를 보고 서비스 우선처리 순위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정하며,  완전한 셀을 만들기 위
한  헤더  어셈블링  기능을  수행하는  ATM  셀출력수단  ;  상기  ATM  셀  출력수단에서  생성된  헤더  및 해
당  페이로드(payload)의  송신을  제어하며,  상기  ATM  셀  입력수단,  우선순위  엔코더,  연결테이블 처
리수단,  및  ATM  셀  출력수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셀  전송  제어수단  ;  및  상기  ATM  셀입력수단, 우선
순위  엔코더,  연결테이블  처리수단  및  ATM  셀  출력수단의  타이밍  제어를  위한  클럭신호를  제공하는 
클럭신호 제어 수단을 구비한다.

본  발명에서의  각  입력단은  망의  공통된  클럭에  동기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게  입력신호에  셀 동기
를 찾아서 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의해서 입력버퍼에 저장되게 ATM 셀 입력회로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망내 서비스 수용의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입력에  들어오는  셀을  헤더와  페이로드(payload)로  분리하여  추출된  헤더를  저장하는 헤
더  버퍼(HDR  FIFO)와  페이로드  버퍼(PY-FIFO)로  구성된  ATM  셀  입력회로부를  두고  있으며.  분리된 
헤더를 분석하여 셀 송신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버퍼 내 저장 가능한 최대 셀 수
에  대한  페이로드(payload)내  저장된  셀수로  표현되는  버퍼(FIFO)  저장레벨  정보에  따라서  버퍼내 
셀이  많이  저장된  입력단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트래픽  로드가  많은  입력단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우선  순위  엔코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버퍼  오우버플로우(overflow)  조건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  뿐만아니라  고속  다중화  기능을  위해  각  입력단의  버퍼(FIFO)  저장레벨  정보를  순서대로 
결정하며,  그  순서에  의해  헤더를  다른  값으로  변화시키고  각  헤더의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서 셀
송신  순서를  판단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기능은  이전의  셀이  송신되고  있을때 
모두 수행되도록하여 셀송신 채널 용량의 낭비가 없게 하였다.

또한,  빈  슬롯  발생  기능에  해당하는  휴지셀(idle  cell)발생을  다중화  후  셀송신하는  부분에  두어 
송신할  셀이  없으면  항상  휴지셀이  송신되며,  연속된  셀  흐름을  보장하므로  셀  동기의  잃어버림이 
발생하지  않게  하였고,  전체  블럭의  중앙집중식  제어  대신  기능별  분산과  블럭간  상호  타이밍만을 
중앙통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전체 구성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성은  각  입력단에서  들어오는  셀  흐름으로  부터  셀  동기를 
찾아서  셀  수신  시작  요구  신호에  의해서  헤더와  페이로드(payload)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버퍼
(FIFO)저장  레벨  정보를  생성하는  다수의  ATM  셀  입력  회로부(a),  각  입력단에  해당하는  ATM  셀 입
력  회로부(a)로  부터  버퍼(FIFO)  저장레벨  정보를  받아서  트래픽  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각 입력버
퍼에  저장된  셀이  많은  입력단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헤더를  5바이트  읽어서  헤더변환과  그 
연결  서비스  우선순위정보를  위해  연결테이블  처리부(e)로  보내는  우선순위  엔코더(d),  상기 우선순
위  엔코더(d)로  부터  보내  온  헤더입력을  차례대로  받아서,  그  헤더에  해당하는  변환헤더와  ATM 연
결에  관한  서비스  우선순위  정보,  입력포트번호를  ATM  셀  출력  회로부(f)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며 
ATM  계층  연결  설정과  연결해제로  인하여  새로운  연결에   대한  식별자  정보(VPI,  VCI)를  연결 테이
블에  입력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연결  테이블 처리회로부
(e),  상기  연결  테이블  처리  회로부(e)로  부터  변화헤더와  입력포트번호를  받아서  n개의  헤더에 대
한  연결정보에  따라서  셀  송신순서를  결정짓고  그  순서에  따라  셀  송신을  위한  페이로드(payload)의 
출력포트  지정하고,  출력되는  페이로드(payload)  송신전에  그에  해당하는  헤더  송신을  담당하는  ATM 
셀  출력  회로부(f),  그리고  상기한  각  기능블럭(a)  내지  (f)들을  제어하며  셀  전송을  제어하는  셀 
전송  제어부(g)와,  블럭간의  상호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스템  클럭과  셀  동기  클럭 
등을 제공하는 클럭 신호제어 회로부(h)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각  입력단에서  부터  전달되어온  셀을  다중화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다중화  처리  장치내의 
유지보수기능의  셀을  송신하기  위해서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셀과  신호용 
셀을  저장하는  ATM  신호/OAM  셀  입력  회로부(b)와  이들  셀을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
세서 인터페이스 회로부(c)를 포함하고 있다.

각  기능블럭에  대한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a도  및  제3b도는  ATM  셀  입력 회로부
(a)의 세부 구성도이다.

제3a도의  도면에  도시한  ATM  셀  입력  회로부(a)는  각  입력단에  존재해서  입력단에  들어오는  각  셀을 
저장하는 기능과 인커밍(incomming)셀의 일시적인 변위를 흡수,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력선으로  부터  들어오는  셀의  흐름으로  부터  바이트  클럭을  추출  및  셀  동기를  잡고  셀헤더내 오
류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기능등을  수반하고  페이로드(payload)  및  헤더  데이타와  이들의 쓰기신
호를  발생하는  쓰기  제어  로직(a1)은  버퍼(FIFO)가  풀  상태가  되어  동기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
여  버퍼(FIFO)  저장  레벨  지시부(a4)로  부터  풀  상태를  알리는  FF신호를  받아서  버퍼(FIFO)에 쓰기
를  중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리고,  ATM  셀  입력  회로부(a)는  이  쓰기  제어  로직(a1)으로 

부터  발생된 헤더쓰기(HDR-W
*
)의  신호에  의해  헤더  데이터(HDR-DATA)버스를  통해  바이트  단위의  셀 

헤더를  분리저장하는  헤더  버퍼(HDR-FIFO)(a3)와  헤더를  떼어낸  48바이트의  페이로드(payload)를 페

이로드 쓰기(PY-W
*
)  신호에  의해  저장하는  페이로드  버퍼(PY-FIFO)(a2),  그리고,  페이로드 쓰기(PY-

W
*
)신호에  의해  현재  페이로드  버퍼(PY-FIFO)(a2)에  저장된  셀의  수를  카운트하며  현재  저장된 버퍼

(FIFO)저장레벨  정보를  출력시키는  버퍼(FIFO)저장레벨  지시부(a4)로  구성된다.  여기서, 버퍼(FIF
O)저장  레벨지시부(a4)는  FF(풀  상태)를  K개의  셀이라  정의할  때  이를  3비트  f1,  f2,  f3로 양자화하
여  다음의  표  1처럼  저장레벨을  표시한다.  여기서  “ALFF”는  거의  풀상태에  가까움을  알리는 올모
스트(Alomst) 풀이며 “ALFF”는 엠티(Empty)상태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올모스트 엠티(Alo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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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이다.

버퍼(FIFO)  저장레벨  지시부(a4)는  약속된  시간에  이  정보를  우선순위  엔코더(d)로  보내면  이에 의
해서  송신이  결정되며  헤더선택  신호와  셀  송신  타이밍에  따른  페이로드(payload)  송신지시  신호에 
의해 셀을 송신하도록 한다. 제3b도는 ATM 셀 입력회로부의 동작에 따른 타이밍도이다.

[표 1]

제4도는 ATM 신호 / OAM 셀 입력 회로부의 세부구성이다.

ATM  신호/OAM  셀  입력  회로부(b)는  각  입력단으로부터  전달  받은  셀을  일시  저장하는  ATM  셀  입력 
회로부(a)와  유사하게  시스탬내의  유지보수기능(OAM)을  위한  데이타와  이에  관련된  신호용  셀을 송
신하기  위해서  프로세서로  부터  보내온  OAM셀과  신호용  페이로드(payload)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먼저  쓰기제어로직(b1)은  ATM  셀  입력  회로부(a)의  쓰기제어로직(a1)과  유사하나  프로세서 인터페이
스부(c)로  부터  받은  셀  수신  요구  신호에  의해  신호용  혹은  OAM용  셀  페이로드(payload)를  신호용 
및  OAM  페이로드  버퍼(FIFO)(b2  혹은  b3)에  저장시키며,  각  페이로드  종류의  선택(신호선택, OAM선
택)신호를  전송요구  발생부(b4)로  보낸다.  그러면,  전송요구  발생부(b4)는  셀  전송제어부(g)에 우선
적으로  시스템  OAM셀  송신과  신호셀  송신을  요구하는  신호를  발생시키고,  셀  송신의  결정에  따라 페
이로드  송신  선택  신호가  오면  각  페이로드  버퍼(FIFO)(b2,  b3)는  페이로드를  출력데이타버스에 실
어 송신한다.

제5도는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회로부(c)의 세부 구성도이다.

제5도의  프로세서  인터페이스  회로부(c)는  프로세서에서  시스템의  관리상  필요에  의해  OAM  셀과 신
호용 셀을 송신하고자 할때 프로세서로 부터 엑세스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  내부 기능블럭
으로는  프로세서로부터  선택신호를  받아서  선택을  구분하고  셀  수신요구  신호를  구분하며,  ATM 다중
부  선택  신호를  발생시키는  선택디코딩회로(c1)와  데이타  수신완료신호를  발생하여  송신  데이타의 
수신을 알리는 데이타수신완료신호 발생회로(c2)로 구성된다.

제6a도는  우선순위  엔코더(d)의  상세  구성도이고,  제6b도는  동작  타이밍이다.  도면에서와  같이 우선
순위  엔코더(d)는  각  입력단에  대한  ATM  셀  입력  회로부(a)로  부터  받은  입력버퍼내에  저장된 셀수
에  대한  버퍼(FIFO)저장레벨  정보를  받아서  버퍼내  저장된  셀의  수가  많은  입력단의  버퍼에서  먼저 
읽어내는  것을  제어하는  우선순위  결정  회로(d1),  결정된  순서에  따라서  제6b도의  타이밍 다이아그
램과   같이  헤더를  읽어들어오는  헤더선택신호를  출력시키고  읽어온  헤더를  연결테이블 처리회로부
(e)로  입력시키는  헤더  입력시작신호,  헤더쓰기  클럭  입력포트번호를  발생시키는  헤더선택신호 발생
회로(d2),  그리고  이  신호에  의해  읽혀온  헤드들을  타이밍  정렬하는  레지스터(d3)로  구성된다. 여기
에서 우선순위 결정회로(d1)는 2개의 인에이블 신호에 의해서 동작이 구분된다.

먼저,  우선순위결정  인에이블  1이  어서트(assert)되면  항상  상태변화가  그대로  입력되는 버퍼(FIF
O)저장레벨  정보에  대해서  고정된  값을  취하여  크기  순으로  입력포트를  분류  나열시켜  우선순위 결
정을  수행하며,  우성순위결정  인에이블  2가  어서트(assert)되면  n개의  입력포트중  송신할  셀이 없을
때  버퍼(FIFO)저장레벨이  높은  입력단의  포트번호를  추가시키는  일을  수행하여  전송채널의 집선효율
을 높였다.

이러한  동작이  셀의  송신지연을  초래해서는  되지  않으므로  입력단에  들어오는  셀의  흐름에  비해 처
리속도가  아주  높아야  하므로  우선순위  결정회로(d1)는  고속  디지탈로직으로  설계  구현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  2에  일예를  나타내었는데  입력포트  4,  5가  송신할  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버퍼(FIFO) 저
장레벨이 높은 입력포트 3, 2를 추가로 송신하고자 대기표에 첨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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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7도는 연결테이블 처리회로부(e)의 세부 구성도이다.

연결테이블  처리회로부(e)는  우선순위  엔코더(d)로  부터  결정된  순서에  따라  입력포트번호  및  기타 
제어신호,  그리고  ATM  셀  입력  회로부내  헤더버퍼(a3)로  부터  읽혀져온  헤더를  받아서  헤더를 병렬
로  나열하여  연결테이블에  입력시켜  해당하는  변환된  연결식별자를  받아  헤더를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변환된  헤더는  각  연결에  맞는  변환된  VPI/VCI(Virtual  Pass  Identifier  /  Virtual 
Channel Identifier)를 가지고 송신되어진다.

연결테이블  처리회로(e)에는  우선순위  엔코더(d)로  부터  받은  헤더  버스와  헤더쓰기클럭,  헤더  입력 
시작신호를  받아서  헤더5바이트  입력을  병렬로  변화시키는  헤더역다중화회로(e3), 테이블헤더입력제
어부(e1),  그리고  헤더  병렬화  제어를  위한  5진  카운터(e2)를  가지고  있으며,  병렬화된  헤더의 타이
밍  정렬을  위한  레지스터  어레이(e4)  병렬헤더  입력  VPI/VCI와  해당  입력포트번호에  대해  변환되는 
VPI/VCI를  포함하여  서비스  우선순위  등의  연결정보를  출력하여  ATM  셀  출력회로부(f)로  보내는 연
결정보저장부(연결테이블 : e5)를 포함한다.

그리고,  연결  테이블에  새로운  연결설정으로  인한  테이블에  새로운  입력을  추가시키고  연결  해제로 
인해  테이블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관리하는  연결테이블관리부(e6)가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셀 전송제
어부(g)로  부터  연결테이블  엑세서  인에이블  신호와  테이블  입력,  테이블삭제등의  신호를  맏고  해당 
연결에  대한  VPI/VCI,  변환  VPI/VCI연결  정보를  프로세서  인터페이스의  데이타버스를  통해  받아서 
테이블 입력 인에이블을 발생시켜 테이블에 대한 새로운 연결을 입력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8도는  ATM  셀  출력회로부(f)의  세부  구성도이다.  ATM  셀  출력회로부(f)는  연결테이블 처리회로부
(e)로  부터  변환된  헤더와  해당  입력포트번호,  변환헤더쓰기  신호를  만드는  분류부 쓰기제어회로
(f1),  분류부  쓰기제어회로(f1)로  부터  받은  변환헤더에  대한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  전송순위를 
분류하는  전송순위  분류회로(f2),  그  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셀을  송신하기  위해서  병렬헤더를 먼
저  바이트단위로  송신하는  헤더  다중회로(f4),  그  전송헤더에  대한  HEC(Header  Error  Correction  : 
헤더  에러  수정)를  발생하여  송신하는  HEC  발생부(f5),  그리고  전송헤더에  대한 페이로드(payload)
를  연이어  전송하기  위해  그  헤더가  속하는  입력포트  번호를  보고  출력할  버퍼를  지정하는  출력포트 
지정회로(f3)로  구성된다.  그리고,  송신할  셀이  없으면  휴지셀(idle  셀)을  송신하기  위한  휴지셀 발
생부(f7)와 헤더 송신의 타이밍을 결정하고, 헤더 다중을 제어하는 헤더송신제어부(f6)를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동작하는  본  발명은  여러  종류의  서비스  연결을  하나의  셀  흐름으로 
다중화하며,  UNI에서  여러  가입자의  전송  라인으로  부터  들어오는  셀  흐름을  하나의  연관된  셀 흐름
으로  접속시켜  주는  ATM  다중화  처리  장치로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구성
요소인  망노드,  망종단장치,  단말접속장치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터미널 
어댑터(B-TA)의  경우는  한  가입자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가져야하고 제너
릭  플로우  제어(Generic  flow  control)기능이  있어야  하며,  망종단장치(B-NT2)의  경우는  여러 가입
자의  전송라인상에서  들어오는  각  셀  흐름을  서비스의  성질을  왜곡함이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  두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입력버퍼의  상태가  풀상태에 근접할
수록  우선적으로  그  입력단의  버퍼(FIFO)에  송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버퍼 오버플로우
(overflow)를  발생하지  않게  해주며  입력셀의  충돌현상을  막아준다.  그리고,  기존  방식에서  특정한 
입력단의  폴트(fault)발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전체의  오동작을  발생하는  일이었으며,  버퍼(FIFO)가 
풀상태일때  생길수  있는  셀  동기가  어긋남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응하므로 
공평성(fairness)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스위치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스위치  연결시 
발생하는  유효한  셀을  잃어버리는  현성을  제거했으며,  채널  효율성을  낭비하는  요소를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  기술과  장점과  앞으로  도래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의  구성요소에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래할 광대역망의 핵심부품으로써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단으로  들어오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셀에  대해  각  셀을  저장하고,  셀의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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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를  흡수,  제거하는  다수의  ATM  셀  입력수단(a)  ;  상기  다수의  ATM  셀  입력수단(a)으로  부터 각
각에  저장된  셀의  갯수에  대한  저장  레벨정보를  동시에  받아  송신하기  위해  대기중인  셀이  많은 상
기  ATM   셀  입력수단(a)부터  송신을  하도록  결신하는  우선순위  엔코더(d)  ;  상기  우선순위 엔코더
(d)로  부터  보내온  셀의  헤더와  그  헤더가  속하는  입력포트번호를  가지고  변환헤드를  출력하는 연결
테이블  처리수단(e)  ;  상기  연결  테이블  처리수단(e)으로  부터  받은  변환헤더와  해당  연결  정보를 
보고 서비스 우선처리 순위에 따라 송신 순서를 정하며,  완전한 셀을 만들기 위한 헤더 어셈블링 기
능을  수행하는  ATM  셀  출력수단(f)  ;  상기  ATM  셀  출력수단(f)에서  생성된  헤더  및  해당 페이로드
(payload)의  송신을  제어하며,  상기  ATM  셀  입력수단(a),  우선순위  엔코더(d),  연결테이블 처리수단
(e),  및  ATM  셀  출력수단(f)의  동작을  제어하는  셀  전송  제어수단(g)  ;  및  상기  ATM  셀 입력수단
(a),  우선순위  엔코더(d),  연결테이블  처리수단(e)  및  ATM  셀  출력수단(f)의  타이밍  제어를  위한 클
럭신호를 제공하는 클럭신호 제어수단(h)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 다중화 처리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외부의  프로세서로  부터  시스템  관리상  필요에  의해  OAM  셀과  신호용  셀의 페이로
드(payload)를  저장하였다가  출력하는  ATM신호/OAM  셀  입력수단(b)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ATM 다중화 처리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TM  셀  입력수단(a)은,  입력단으로부터  들어오는  ATM   셀의  흐름으로  부터 바
이트  클럭을  추출하여  셀  동기를  잡고  셀  헤더내의  오류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며,  페이로드  및 헤
더  데이터를  출력하고  이들  데이타의  쓰기신호를  발생하는  쓰기제어수단(a1)  ;  상기 쓰기제어수단

(a1)으로  부터  출력되는  헤더쓰기(HDR W
*
)신호에  의해  바이트  단위의  셀  헤더를  분리,  저장하는 헤

더버퍼(FIFO)(a3)  ;  상기  쓰기제어수단(a1)으로  부터  출력되는  페이로드쓰기(PY_ W
*
)신호에  의해 헤

더를  떼어낸  페이로드를  저장하는  페이로드  버퍼(FIFO)(a2)  ;  상기  쓰기제어수단(a1)으로  부터의 페

이로드쓰기(PY_ W
*
)신호에  따라  상기  페이로드  버퍼(FIFO)(a2)에  현재  저장된  샐의  수를  카운트하여 

현재  저장된  버퍼(FIFO)저장  레벨정보를  출력하는  버퍼(FIFO)  저장레벨  지시수단(a4)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ATM 다중화 처리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선순위  엔코더(d)는  상기  다수의  ATM  셀  입력수단(a)으로  부터  각 입력버퍼
내  저장된  셀  수에  대한  버퍼(FIFO)  저장  레벨정보를  입력받아  버퍼내  저장된  셀의  수가  많은 입력
단의  버퍼내에서  먼저  읽어내는  것을  제어하는  우선순위  결정수단(d1)  ;  상기  우선순위 결정수단
(d1)에서의  결정된  순서에  따라  헤더를  읽어들여오는  헤더  선택신호를  출력시키고,  읽어온  헤더를 
상기  연결  테이블  처리수단(e)으로  출력하는  헤더입력시작신호와  헤더쓰기  클럭,  입력  포트번호를 
발생시키는  헤더  선택신호  발생수단(d2)  ;  및  상기  헤더선택신호  발생수단(d2)의  출력신호에  따라 
읽혀온  헤더들을  타이밍  정렬하는  레지스터(d3)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  다중화  처리 장
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테이블  처리수단(e)은  상기  우선순위  엔코더(d)로  부터  헤더버스를  통해 
수신한  헤더  입력을  병렬처리하는  헤더  역다중화수단(e3)  ;  상기  우선순위  엔코더(d)로  부터 헤더쓰
키클럭,  헤더  입력시작번호를  입력받아  상기  헤더  역다중화수단(e3)의  헤더  병렬처리기능을 제어하
는  테이블  헤더  입력제어수단(e1)  및  카운터(e2)  ;  상기  헤더  역다중화수단(e3)의  출력인  병렬화된 
헤더를 타이밍 정렬하는 레지스터 어레이(e4) ; 상기 레지스터 어레이(e4)의 출력인  
VPI/VCI(Virtual  Pass  Identifier  /  Virtual  Channel  Identifier)와  해당  입력포트번호에  대해 변환
되는  VPI/VCI를  포함하여  서비스  우선순위의  연결정보를  출력하여  상기  ATM  셀  출력수단(f)으로 보
내는  연결정보  저장수단(e5)  ;  및  상기  연결정보  저장수단(e5)의  새로운  연결설정으로  인한 테이블
에  추가되는  새로운  입력신호를  제공하고,  연결  해제로  인해  테이블에서  삭제하는  기능을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제공하는  연결테이블  관리수단(e6)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  다중화  처리 장
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TM  셀  출력수단(f)은,  상기  연결테이블  처리수단(e)으로  부터  변환된  헤더와 
연결정보,  해당  입력포트,  변화헤더쓰기신호를  받아  쓰기제어를  위한  주소지정과  분류시작신호를 발
생시키는  분류부  쓰기제어수단(f1)  ;  상기  분류부  쓰기제어수단(f2)으로  부터  수신한  변환헤더에 대
한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  전송  순위를  분류하는  전송순위  분류수단(f2)  ;  상기  전송순위 분류수단
(f2)의  분류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셀을  전송하기  위해  병렬헤더를  먼저  바이트  단위로  송신하는 헤
더다중화수단(f4)  ;  상기  헤더  다중화수단(f4)에서  츨력된  헤더에  대한  헤더에러수정(HEC)신호를 발
생하여  송신하는  HEC  발생수단(f5)  ;  상기  전송순위  분류수단(f2)으로  부터  입력포트  신호를  받아 
전송헤더에  대한  페이로드를  연이어  전송하기  위한  출력버퍼를  지정하는  출력포트  지정수단(f3)  ; 
및  전송되는  헤더의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  헤더  다중화를  제어하는  신호를  상기  헤더  다중화 수단
(f4)으로 제공하는 헤더송신 제어수단(f6)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ATM 다중화 처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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