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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단일 패킷 도달을 위한 흐름제어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흐름 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에 관한 것이다. 방법 실시예는, 반도체 칩 상에서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에, 이 두 노드 간의 거리에 근거한

클록 사이클 동안,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제1 방향으로 또는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제1 방향과 반대인 제2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장치 실시예는, 양방향 링 상호접속 및 이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드

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을 포함하고, 여기서,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에 근거한 클록 사이

클 동안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실시예들은 임의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에서의

단일 패킷 도달을 보증한다. 예시적인 응용들은 칩 멀티프로세싱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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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 방법으로서,

반도체 칩 상에서,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에 근거한 클록 사이클 동안, 제1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제1 방향으로 패킷들을 전송하거나, 또는 제2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

까지 상기 제1 방향과 반대인 제2 방향으로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및 제2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 - 상기 선택 단계는 횡단하는 노드

가 적은 방향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함 -;

상기 선택된 방향에서 상기 소스 노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간의 상기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링 구조는 양방향 링 구조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상기 제2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 및

등록특허 10-0692350

- 2 -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제1 방향으로 제1 대기열로부터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제1 방향으로 제2 대기열로부터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제2 방향으로 제3 대기열로부터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제2 방향으로 제4 대기열로부터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

어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대기열은 상기 제1 링 구조에서 짝수 거리만큼 떨어진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전송할 패킷들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

고,

상기 제2 대기열은 상기 제1 링 구조에서 홀수 거리만큼 떨어진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전송할 패킷들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

고,

상기 제3 대기열은 상기 제2 링 구조에서 짝수 거리만큼 떨어진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전송할 패킷들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

고,

상기 제4 대기열은 상기 제2 링 구조에서 홀수 거리만큼 떨어진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전송할 패킷들을 보유하기 위한 것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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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 사이클은 짝수 클록 사이클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0.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 방법으로서,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반도체 칩 상의 제1 링 구조에서 소스 노드로부터 패킷들을 수신하는 단계; 및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반도체 칩 상의 제2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패킷들을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링 구조는 상기 패킷들을 제1 방향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제2 링 구조는 상기 패킷들을 제2 방향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상기 제2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상기 제2 방향은 시계 방향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링 구조들은 양방향인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제1 링 구조를 폴링(polling)하는 단계; 및

상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제2 링 구조를 폴링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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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6.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 방법으로서,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반도체 칩 상의 시계방향 링 구조 및 반시계 방향 링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거리에 근거한 제1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로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 근거한 제2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목적지 노드에서 상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 사이클은 짝수 클록 사이클 및 홀수 클록 사이클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클록 사이클은 짝수 클록 사이클 및

홀수 클록 사이클을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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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흐름 제어 방법.

청구항 20.

양방향 링 상호접속을 구비한 반도체 칩으로서,

제1 방향으로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제1 링 구조;

상기 제1 방향과 반대인 제2 방향으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제2 링 구조; 및

상기 제1 및 제2 링 구조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드 - 상기 제1 및 제2 링 구조는 목적지 노드까지의 거리에 근거한 클록 사

이클 동안 상기 목적지 노드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함 - ;

를 포함하고,

각각의 상기 노드는,

상기 제1 및 제2 링 구조 중 어느 것에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서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의 상기 거리를 계산하고, 상기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

서; 및

상기 결정된 거리 및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 근거하여 전송하기 전에 상기 패킷들을 선택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복수개의

대기열(queue)을 포함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상기 제2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반도체 칩.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상기 목적지까지의 상기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감산기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의 상기 거리를 계산하도록 프로그램된 프로그램가능 유한 상태 머신(programmable

finite state machine)을 포함하는 반도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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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대기열은 제1 내지 제4 대기열을 포함하고,

상기 복수개의 대기열 중 상기 제1 대기열은 상기 결정된 거리가 짝수인 경우에 상기 제1 링 구조에서 전송될 상기 패킷들

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복수개의 대기열 중 상기 제2 대기열은 상기 결정된 거리가 홀수인 경우에 상기 제1 링 구조에서 전송될 상기 패킷들

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복수개의 대기열 중 상기 제3 대기열은 상기 결정된 거리가 짝수인 경우에 상기 제2 링 구조에서 전송될 상기 패킷들

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복수개의 대기열 중 상기 제4 대기열은 상기 결정된 거리가 홀수인 경우에 상기 제2 링 구조에서 전송될 상기 패킷들

을 보유하기 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짝수 클록 사이클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링 구조에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1 및 제2

대기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제1 멀티플렉서; 및

상기 짝수 클록 사이클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에 응답하여 상기 제2 링 구조에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3 및

제4 대기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제2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상기 제1 멀티플렉서로부터의 상기 패킷들 또는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1 링 구조에 이미 존재하는 다

른 패킷들을 선택하기 위한 제3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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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멀티플렉서로부터의 상기 패킷들 또는 상기 목적지 노드로 전송하기 위해 상기 제2 링 구조에 이미 존재하는 다

른 패킷들을 선택하기 위한 제4 멀티플렉서를 더 포함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2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서 상기 패킷들을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전송할 것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 동

안 전송할 것인지를 더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칩.

청구항 30.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패킷들을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수신할 것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수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클록 사이클에 근거하여 상기 제1 및 제2 링 구조 중 어느 것에서 상기 패킷들을 수신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에 대해 상기 결정된 링 구조를 폴링하기 위한 것인 반도체 칩.

청구항 31.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 시스템으로서,

복수개의 노드와,

상기 노드들에 연결되어,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상기 소스 노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에 근거한 클록 사

이클 동안 패킷들을 전송하기 위한 복수개의 링 구조 - 상기 복수개의 링 구조 중 제1 링 구조는 상기 패킷들을 제1 방향으

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고, 상기 복수개의 링 구조 중 제2 링 구조는 상기 패킷들을 상기 제1 방향과 반대인 제2 방향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임 - 를 포함하는 멀티프로세서 칩; 및

상기 멀티프로세서 칩에 연결된 버스

를 포함하고,

상기 노드들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복수개의 링 구조 중 상기 제1 링 구조에서 상기 패킷들을 수신

하고,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복수개의 링 구조 중 상기 제2 링 구조에서 상기 패킷들을 수신하고, 상기 패킷들을 1 클

록 사이클 후에 상기 버스로 전송하기 위한 버스 인터페이스인 패킷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상기 제2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 패킷 흐름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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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상기 제2 방향은 시계 방향인 패킷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제31항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클록 사이클당 단지 하나의 패킷을 수신하는 패킷 흐름 제어 시스템.

청구항 36.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반도체 칩 상의 시계방향 링 구조 및 반시계 방향 링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결정된 거리에 근거한 제1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로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링 구조에 근거한 제2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목적지 노드에서 상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복수개의 실행가능한 명령을 저장한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클록 사이클은 짝수 클록 사이클 및 홀수 클록 사이클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클록 사이클은 짝수 클록 사이클 및

홀수 클록 사이클을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8.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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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

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39.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단계는,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선택된 링 구조가 상기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0.

반도체 칩 상에서,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에 근거한 클록 사이클 동안, 제1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까지 제1 방향으로 패킷들을 전송하거나, 또는 제2 링 구조에서 상기 소스 노드로부터 상기 목적지 노드

까지 상기 제1 방향과 반대인 제2 방향으로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1 및 제2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상기 패킷들을 전송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 - 상기 선택 단계는 횡단하는 노드

가 적은 방향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함 - ;

상기 선택된 방향에서 상기 소스 노드와 상기 목적지 노드 간의 상기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인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복수개의 실행가능한 명령을 저장한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짝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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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단계는,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 및

상기 계산된 거리가 홀수이고, 상기 선택된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 경우,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상기 패킷들을 전송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흐름 제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양방향 링 상호접속

(bidirectional ring interconnect)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흐름 제어 메커니즘은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의 패킷의 전송을 결정한다. 통상적인 흐름

제어 메커니즘은, 목적지 노드에 동시에 도달하는 다수의 패킷을 다루기 위한 배선(wiring) 및 로직을 포함한다. 이러한 메

커니즘에는 여러 결함이 존재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첫째로, 목적지 노드가, 하나의 클록 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패킷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목적지

노드가 그 패킷들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하는 패킷들을 버퍼링하기 위해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요구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목적지 노드는 하나의 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패킷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상당한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요구한다. 이 추가적인 하드웨어는 공간이 매우 한정적인 반도체 칩 상에서 특히 문제를 일으킨다.

둘째로, 패킷들을 수취하기 위한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목적지 노드에 조정 로직(arbitration logic)이 요구될 수 있다. 로

직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것에 부가하여, 조정으로 인해 패킷 대기시간(latency)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패킷이 도달

하는 클록 사이클 동안에 패킷이 수취되는 대신에, 그 패킷은 대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이 저하된다.

링 토폴로지에 있어서, 동시 다중 패킷 도달은 특히 관심사이다. 목적지 노드가 패킷을 수취할 때까지 패킷이 링에서 대기

해야 하는 경우, 그 대기 패킷 후속의 패킷들은 그 링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목적지 노드에서 불필

요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패킷 대기시간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링의 최대 처리량을 현저하게 감소시

킨다.

따라서, 특히 링 토폴로지에서, 동시 다중 패킷 도달에 의해 야기되는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이 이 기술분야에 존

재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목적지 노드에서의 클록 사이클 동안의 단일 패킷 도달을 위한 방법을 제공

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방법은, 반도체 칩의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로, 이 두 노

드 간의 (클록 사이클에 의해 측정된) 거리에 근거한 사전 결정된 및/또는 동적으로 결정된 클록 사이클 동안, 패킷을 전송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이 방법은, 두 노드 간의 거리가 짝수인 경우, 링 상호접속에서 짝수 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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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동안 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

함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두 노드 간의 거리가 홀수인 경우,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양방향 링 상호접속 및 이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노드들을 포함하는 반도체 칩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에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는 패킷

이 이동할 거리가 짝수인지 또는 홀수인지, 및 패킷이 이동할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또는 반시계 방향인지에 근거하여 전

송하기 전에 선택적인 패킷들을 보유(hold)하기 위한 대기열(queue)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목적지 노드에서의 클록 사이클 동안의 단일 패킷 도달을 보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다중 패킷 도

달 메커니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이 실시예들은 통상적인 흐름 제어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하드웨어 및 조정

로직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예들은 패킷 대기시간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최

고 처리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이 없이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도달을 보증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지 노드에서

의 패킷 흐름 제어가 간단하게 될 수 있다. 이 실시예들은 특히 칩 멀티프로세싱을 위한 온-칩(on-chip) 양방향 링 상호접

속에 유용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을 도시한 도면이다.

노드들(110(1) 내지 110(n))은 다양한 접속 점들 또는 스톱들(stops)에서 양방향 링 상호접속(120)에 연결될 수 있다. 패

킷들은 상호접속(120)에서 노드들(110(1) 내지 110(n)) 간에 시계 방향이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노드들(110(1) 내지 110(n))은 프로세서, 캐시 뱅크(cache bank), 메모리 인터페이스, 글로벌 일관성 엔진 인터페이스

(global coherence engine interface), 입/출력 인터페이스, 및 반도체 칩 상에서 볼 수 있는 임의의 다른 이러한 패킷-처

리 성분(packet-handling component)을 포함할 수 있다.

도 1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노드들(110(1) 내지 110(n))은 단일 대형 공유 캐시를 서브셋(subset)으로 논리 분할

함으로써 캐시 뱅크 노드들로서 구현될 수 있다. 각각의 캐시 뱅크 노드는 단일 캐시내의 어드레스 공간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단일 캐시내의 어드레스 공간의 그 일부에 대해 블록 요구(판독, 기록, 무효화 등)를 독립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

다. 상호접속(120)에서, 각각의 캐시 뱅크 노드는 그 자신의 접속 점 또는 스톱을 가질 수 있다.

도 1에서, 상호접속(120)은 복수개의 단방향 와이어(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단방향 와이어의 제1 세

트는 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단방향 와이어의 제2 세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단방향

와이어의 각 세트는 특정 목적(예를 들면, 어드레스 커맨드 전송) 또는 범용 목적(예를 들면, 다중 패킷 타입(어드레스 요

구, 데이터,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 메시지 등) 지원)을 가질 수 있다. 대안적으로, 단방향 와이어의 각 세트는 단일 패킷 타

입을 전송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도 1에서, 상호접속(120)은 양쪽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복수개의 양방향 와이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 칩은 특정 트랜잭션 동안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원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와이어를

스위칭하기 위한 스위칭 로직을 포함할 수 있다.

상호접속(120)은 다양한 속도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호접속(120)은 클록 사이클당 1개 이상의 노드 또는

2 이상의 클록 사이클마다 1개 노드의 속도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트래픽량, 클록 속도, 노드간 거리 등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전송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드는, 상호접속(120) 및 노드에 이미 존재하는 임의의 패킷이 그 노

드를 통과할 때까지 상호접속(120)으로 패킷이 주입되기를 기다린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드를 포함한 반도체 칩을 도시한 도면이다. 노드

들(210(1) 내지 210(n))은 다양한 접속 점들 또는 스톱들에서 링 상호접속(220(1) 내지 220(m))에 연결될 수 있다. 각각

의 노드는 다른 노드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링 상호접속(220(1) 내지 220(m)) 중 임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도 2의 상호접속 모두가 단방향일 수 있고, 여기서, 일부 상호접속은 시계 방향으로만 패킷을 전송하

고, 다른 상호접속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패킷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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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도 2의 일부 상호접속은 단방향이고, 다른 상호접속은 양방향일 수 있다. 이 대안적인 실시예

에 있어서, 단방향 상호접속 중 일부는 시계 방향으로만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다른 단방향 상호접속은 반시계 방향으로

만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양방향 상호접속은, 도 1의 양방향 상호접속의 동작과 일치하여, 양쪽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 3에서, 이 방법은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목적지 노드에서의 소정

클록 사이클 동안의 단일 패킷 도달을 보증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노드들은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다. 이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제1 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시계 방향

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제1 와이어 세트 및 (제2 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제2 와이어

세트를 포함할 수 있다.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일련의 슬롯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 일련의 슬롯 각각은 각각의 클록 사

이클 동안 하나의 접속 점 또는 스톱으로부터 다음 접속 점 또는 스톱으로 패킷을 운반한다.

도 3에서, 소스 노드 예를 들면, 도 2의 노드(210(1))는 시계 방향 링 구조 또는 반시계 방향 링 구조를 선택하여(310), 소

스 노드로부터 그 링 구조에 연결된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이 선택은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두 링 구조에서 횡단될 슬롯의 개수에 근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계 방향 링 구조에서 횡단할 슬롯의 개

수가 반시계 방향 링 구조에서 횡단할 슬롯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 소스 노드는 시계 방향 링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선택은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 두 링 구조에서 횡단될 노드의 개수에 근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링

구조는, 패킷이 횡단하는 노드의 개수가 적은 구조로 선택될 수 있다.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이 선택은 두 링 구

조를 횡단할 클록 사이클의 개수에 근거할 수 있고, 여기서, 선택된 링 구조는 적은 개수의 클록 사이클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이 선택은 링 구조에서의 트래픽의 양에 근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선택된 링 구조는 적은 트래픽량

을 가질 수 있다. 이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임의의 다른 이러한 판단기준이 이용될 수 있다.

도 3에서, 소스 노드는 선택된 링 구조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315). 이 거리는 목적지 노드에 도달

하기 위한 클록 사이클의 개수로서 계산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이 거리는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기 위한 노

드의 개수로서 계산될 수 있다.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임의의 다른 이러한 판단기준이 이용될

수 있다.

도 3에서, 소스 노드는 계산된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320). 계산된 거리가 짝수 클록 사이클인 경우, 소스 노드는 선택된 링 구조가 시계 방향 링 구조인지 또는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325). 선택된 링 구조가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소스 노드는 패킷이 짝수 클

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송신한다(330).

선택된 링 구조가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소스 노드는 패킷이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송신한다(335).

도 3에서, 소스 노드가, 계산된 거리가 홀수 클록 사이클만큼 떨어져 있다고 결정한 경우(320), 소스 노드는 선택된 링 구

조가 시계 방향 링 구조인지 또는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340). 선택된 링 구조가 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소스 노드는 패킷이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

지 노드로 패킷을 송신한다(345). 선택된 링 구조가 반시계 방향 링 구조인 경우, 소스 노드는 패킷이 홀수 클록 사이클 동

안 목적지 노드에 도달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송신한다(350).

표 1은 도 3에 도시된 패킷 송신 방법에서 이용되는 로직을 예시한다. 이 표의 엔트리들은 상이한 시나리오에 대한 소스 노

드의 송신 클록 사이클을 제공한다. 주어진 전송 방향(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및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까지의

짝수 또는 홀수 거리에 대하여, 이 표의 엔트리는 소스 노드가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패킷을 전송하는지,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패킷을 전송하는지를 나타낸다.

[표 1]

패킷 송신 법칙

링 방향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

짝수 홀수

시계 방향 짝수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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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계 방향 홀수 짝수

도 3에서, 목적지 노드는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 링 구조 중 어느 링 구조에서 패킷이 도달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355). 예를 들면, 목적지 노드는 어느 링 구조에서 패킷이 도달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계 방향 링 구조와 반시계 방향

링 구조 양쪽 모두를 폴링(polling)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 실시예에 있어서, 패킷은 시계 방향 링 구조에서 도달하면, 짝

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에 수신될 수 있다(360). 패킷은 반시계 방향 링 구조에서 도달하면, 홀수 클록 사이클 동

안 목적지 노드에 수신될 수 있다(365). 패킷들이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실시예들이 고려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의해 구현되는 기본 법칙은, 목적지 노드가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에만 시계 방향 링 구조로부터 패

킷을 수신할 수 있고,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에만 반시계 방향 링 구조로부터 패킷을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

직 단일 패킷만이 임의의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 소스 노드의 송신 법칙은 이

기본 법칙을 만족하도록 공식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예를 들어, 소스 노드 n(i)가 소스 노드 n(i)와 목적지 노드 n(j) 간의 거리(여기서, 거리는 d(i,j)

임)를 계산한다고 가정한다. 목적지 노드 n(j)가 시계 방향 링 구조에서 소스 노드 n(i)로부터 짝수 클록 사이클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노드 n(i)는 짝수 클록 사이클 C에서 노드 n(j)로 패킷을 송신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도달 클록 사이클 C + d

(i,j)가 짝수이기 때문, 즉,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본 법칙이 만족될 수 있다.

유사하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예를 들어, 목적지 노드 n(j)가 시계 방향 링 구조에서 소스 노드 n(i)로부터 홀수 클

록 사이클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노드 n(i)는 짝수 클록 사이클 C에서 노드 n(j)로 패킷을 송신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도

달 클록 사이클 C + d(i,j)가 홀수이기 때문, 즉,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본 법칙이 또한

만족될 수 있다.

대안적인 실시예에 있어서,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반대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2개의 단방향 링 상호접속을 포함

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단방향 링 상호접속들 중 하나는 제1 링 구조를 포함

할 수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단방향 링 상호접속들 중 다른 것은 제2 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대안적인 실시예들에 있어서,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1개의 단방향 링 상호접속 및 1개의 양방향 링 상호접속 또는 2

개의 양방향 링 상호접속을 포함할 수 있다. 전술된 실시예들과 유사하게, 상호접속들 중 하나는 제1 링 구조를 포함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제2 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1개 또는 2개의 링 구조로 한정되지 않지만,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으로 한정되지 않는 다수의 방

향으로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임의의 개수의 링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반도체 칩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반도체 칩은 양방향 링

상호접속 및 이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노드들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양방향 링 상호접속은 목적지 노드까지의

거리에 근거한 사전 결정된 및/또는 동적으로 결정된 클록 사이클 동안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

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목적지 노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감산기, 프로그램가능 유한 상태 머신

(programmable finite state machine), 또는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는 목적지 노드로 전송될 패킷들을 선택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복수개의 대기열을 또한 포

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각각의 대기열은 패킷들이 전송될 방향 및 클록 사이클에 근거하여 패킷들을 저장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전체 4개의 대기열에 대하여, 각각의 노드는 링 상호접속에서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 각각에 대하여

전송될 패킷들의 2개의 대기열을 유지할 수 있다. 제1 대기열은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시계 방향으로 전송될 패킷들을 저

장할 수 있다. 제2 대기열은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시계 방향으로 전송될 패킷들을 저장할 수 있다. 유사하게, 제3 대기열

은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전송될 패킷들을 저장할 수 있다. 제4 대기열은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전송될 패킷들을 저장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패킷 대기열 구조이다. 도 4에는,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 시계 방향으로 패킷들을 전송하

기 위한 2개의 대기열이 도시되어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의 패킷 전송을 위해 유사한 구성(도시되지 않음)이 이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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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서, 제1 대기열(410(1))은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시계 방향으로 전송될 패킷들(목적지가 짝수 거리만큼 떨어진 패

킷들)을 보유(hold)할 수 있다. 제2 대기열(410(2))은 홀수 클록 사이클 동안 시계 방향으로 전송될 패킷들(목적지가 홀수

거리만큼 떨어진 패킷들)을 보유할 수 있다.

도 4에서, 대기열 멀티플렉서(420)는 대기열들(410(1) 및 410(2)) 중 하나의 선택을 트리거(trigger)하기 위해 클록 신호

선(425) 상의 클록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클록 신호가 현재의 클록 사이클이 짝수임을 나타내는 경우, 대기열 멀티플렉서

(420)는 제1 대기열(410(1))로부터 패킷을 선택할 수 있다. 클록 신호가 현재의 클록 사이클이 홀수임을 나타내는 경우,

대기열 멀티플렉서(420)는 제2 대기열(410(2))로부터 패킷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클록 사이클 동안 상호접속(120)상의 노드에 패킷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 노드 멀티플렉서(430)는 선택된 대기열

로부터의 패킷을 상호접속(120)으로 주입할 수 있다. 현재의 클록 사이클 동안 노드에 패킷이 도달한 경우, 노드 멀티플렉

서(430)는 도달한 패킷이 진행(proceed)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노드가 목적지 노드인 경우, 스위칭 로직(435)은 그 도

달한 패킷을 노드 예를 들면, 노드 프로세서(440) 또는 임의의 노드 성분으로 보낼 수 있다. 이 노드가 목적지 노드가 아닌

경우, 스위칭 로직(435)은 그 도달한 패킷을 계속하여 상호접속(120) 상으로 보낼 수 있다. 노드 멀티플렉서(430)는 도달

한 패킷이 통과한 후 대기열로부터 패킷이 주입되기를, 후속의 적절한 짝수 또는 홀수 클록 사이클까지 기다린다. 스위칭

로직(435)은 대기열로부터 주입된 패킷이 상호접속(120)을 횡단하도록 보낼 수 있다.

노드 또는 상호접속으로 패킷을 보낼 수 있는 스위칭 로직 또는 임의의 이러한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링 상호접속에서 트래픽이 균일한 경우, 목적지 노드들 중 절반은 짝수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홀수 거리

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점유되지 않은 슬롯이 짝수 클록 사이클 동안 노드에 도달한 경우, 이 슬롯은 짝수 대기열로부

터의 패킷으로 채워질 수 있고, 점유되지 않은 슬롯이 홀수 사이클에서 노드에 도달한 경우, 이 슬롯은 홀수 대기열로부터

의 패킷으로 채워질 수 있다. 따라서, 비어있는 슬롯이 도달하는 때에 상관없이, 노드는 링 상호접속의 완전한 사용, 높은

최고 처리량 및 낮은 패킷 대기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패킷을 갖고 있다면, 대기 패킷을 주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통신 버스를 통하여 다른 반도체 칩을 포함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다. 이 버스는 패킷이 반도체 칩

에 도달하거나 반도체 칩을 떠나는 경우에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라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거절

된 패킷들이 어떠한 시간 주기 후 예를 들면, 반도체 칩의 링 상호접속 상의 노드들을 여러번 횡단한 후 또는 많은 클록 사

이클이 경과한 후에 수취되지 않는 경우에 버스는 반도체 칩으로부터 거절된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용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멀티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아키텍쳐 상태

(architectural state)를 포함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5에서, 컴퓨터 시스템(500)은 시스템 로직(530)

에 연결될 수 있는 프로세서 버스(520)에 연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멀티프로세서(510(1) 내지 510(n))를 포함할 수 있

다. 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멀티프로세서(510(1) 내지 510(n)) 각각은 N-비트 프로세서일 수 있고, 디코더(도시되지 않

음)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N-비트 레지스터(도시되지 않음)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멀티프로세서(510(1) 내지 510(n)) 각각은 N-비트 프로세서, 디코더,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N-비트 레지스터

에 연결하기 위한 양방향 링 상호접속(도시되지 않음)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 로직(530)은 버스(550)를 통하여 시스템 메모리(540)에 연결될 수 있고, 주변장치 버스(560)를 통해 비휘발성 메

모리(570)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변장치(580(1) 내지 580(m))에 연결될 수 있다. 주변장치 버스(560)는 예를 들어,

1998년 12월 18일에 공개된, PCI Special Interest Group(SIG) PCI Local Bus Specification, Revision 2.2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버스; 1992년 공개된

BCPR Services Inc. EISA Specification, Version 3.12의 EISA(Extended ISA) 버스; 1998년 9월 23일 공개된 USB

Specification, Version 1.1의 USB(Universal Serial Bus); 및 필적하는 주변장치 버스(comparable peripheral bus)를

포함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570)는 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정적 메모리 장치일 수 있다. 주변장치(580(1)

내지 580(m))는 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또는 다른 지시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팩트 디스크(CD) 드라이브, 광

디스크 및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 드라이브와 같은 대용량 저장 장치;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이 실시예들의 교시(teaching)에 따라 프로그램되는,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임의의 타입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

세서를 프로그래밍하는데 이용되는 명령들을 포함할 수 있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를 또한 포함한다. 이 매체는, 플로피 디

스크, 광 디스크 및 CD-ROM을 포함하는 임의의 타입의 디스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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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구현하는데 이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조는 단일 또는 다중 프로그램과 같은 임의의 원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의 방법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결합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전술한 설명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출원인에게 권리 부여되는 본 발명의 전체 범위는

하기의 청구항들에 의해 정의된다. 이 청구항들의 범위는 전술한 실시예들 이외의 다른 실시예들 및 그 등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목적지 노드에서의 클록 사이클 동안의 단일 패킷 도달을 보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다중 패킷 도달 메커니

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통상적인 흐름 제어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하드웨어 및 조정 로직 복잡성을 피할 수

있으며, 패킷 대기시간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최고 처리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이 없이 양

방향 링 상호접속에서의 패킷 도달을 보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목적지 노드에서의 패킷 흐름 제어가 간단하게 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일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 단방향 및/또는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복수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반도체 칩

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양방향 링 상호접속에 연결된 패킷 대기열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블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10(1) 내지 510(n): 멀티프로세서

520: 프로세서 버스 530: 시스템 로직

540: 시스템 메모리 550: 버스

560: 주변장치 버스 570: 비휘발성 메모리

580(1) 내지 580(m): 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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