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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버퍼들의 고기능 관리를 통해 라우터에서 개개 또는 일단의 플로우에 대한 속도 보증(rate guarantee)을 제
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속도 보증은 각 플로우에 대해 이용가능한 버퍼들을 재치있게 할당하고 분리함으로써 제공
된다. 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상기 방법이 간단한 FIFO 스케쥴러를 구비한 출력 큐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적용되
어, 속도 예약(rate reservations)을 가지는 복수의 스트림들이 출력 링크상에 다중화되도록 시도된다. 상기 방법은 
그 링크 예약에 비례하여 각 플로우에 대해 정확히 확보되는 부분들로 상기 버퍼를 정확히 분할한다. 이는 각 스트림이 
스케일러블 방식(scalable manner)으로 링크 예약 속도를 확보하는 것을 보장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 형태는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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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들이 잔여 버퍼를 충분히 액세스하게 허용하는 동안에 상기 버퍼의 일부분이 정확히 구획되도록 한다. 또 다른 실시 
형태들은 각 큐에서 복수의 플로우들간 대역폭을 용이하게 하는 버퍼 관리를 이용하는 동안, 복수의 큐들 사이에서 대
역폭을 분할하는 링크 스케쥴러의 사용을 이용한다.
    

대표도
도 5a

색인어
속도 보증(rate guarantees), 라우터, 버퍼 관리, 공유 버퍼, 버퍼 분할, 링크 예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네트워크를 통해 플로우의 경로를 나타내고, 플로우에 대한 서비스 보증(service guarantees)을 제공하기 위
해, 어느 곳 및 어떤 자원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도면.

도 2는 여러 가지의 플로우들에 의해 소모될 수 있는 자원량을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노드에서의 일반적인 버퍼 관리 
및 스케쥴링 메카니즘 동작을 예시하는 도면.

도 3은 예약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관련되는 여러 단계들 - 이 단계들은 콘트
롤 플레인(control plane)에서 발생함 - 을 예시하는 도면.

도 4a 및 도 4b는 라우터에서의 버퍼 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모듈들 -이러한 단계들은 데이터 경로에서 발생되며, 
수신되는 각각의 패킷에 대해 실행됨- 을 예시하는 도면.

도 5는 수신되는 패킷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처리 단계들을 예시하는 흐름도.

도 6은 수신되는 패킷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처리 단계들을 예시하는 소프트웨어.

도 7은 패킷이 상기 출력 링크상으로 전송될 때의 처리 단계들을 예시하는 흐름도.

도 8은 패킷이 상기 출력 링크상으로 전송될 때의 처리 단계들을 예시하는 소프트웨어.

도 9는 출력 링크에 복수의 큐들 - 웨이티드 페어 큐잉(Weighted Fair Quening)(WFQ) 스케쥴러에 의해 중재되는 
것임 - 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예시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네트워크 11-14 : 라우터

30-34 : 링크 40-43 : 제어기

50 : 플로우(flow) 60-67 : 플로우

70 : 버퍼 관리자 71 : 처리 유니트

72 : 버퍼 73 : 스케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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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전송유니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라우터에서 개개 또는 일단의 플로우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많은 애플리케이션들(applications)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네트워크가 일정한 스트림의 패킷을 그들에
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로, 영상 회의 또는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비디오 재생기나 오디오 재생기가 이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네트워크가 종단간 기저(e
nd-to-end basis)에 대한 특정한 최소한의 대역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아주 불완전하게 실행될 것이다. 더욱이, 
몇몇 비디오 또는 오디오 부호기들은 그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제공되는 대역폭에 근거하여 그들의 코딩 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대역폭에 대한 선험적 인식(a priori knowledge)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들이 코딩 처리를 위한 적절한 매개변수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네트워크가 플로우(flow)에 대해 최소한의 
속도 보증을 제공한다면, 송신자가 상기 속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패킷을 적절하게 전송함으로써 수신자가 연속된 
스트림의 패킷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최종의 결과는 상기 수신측에서 부드럽고 시기적절한 재생 동작이 된다.
    

    
종단간 속도 보증(end-to-end rate guarantee)의 규칙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많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이 있다. 가상의 전용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속도 보증은 설치가 요구되는 가상 링크의 크기와 개수의 범위(dimensio
n)로 이용될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네트워크로부터의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얻는 수단으로서 상기 속도 보증을 이
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p) 환경에서, 더 높은 속도 보증은 직접적으로 웹 페이지들
을 다운로딩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게 한다.
    

    
서비스 보증 규칙, 특히 속도 보증 규칙이 패킷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애
플리케이션들로부터의 요구조건들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증대되는 인터넷 상업화에 기인한다. 그러한 서비스 
보증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플로우 또는 일련의 플로우가 소모하도록 허용된 자원의 양을 네트워크가 제어할 것을 요구
한다. 그 소모가 제어되는 자원들은 우선, 관련 메키니즘으로 버퍼 관리 및 스케쥴링을 가지는, 버퍼들과 링크 대역폭으
로 이루어진다.
    

    
도 1은 송신자(20)와 수신자(21) 간의 플로우(50)(또는 일련의 플로우들)가 네트워크(1)를 통과할 때, 주어진 일정 
수준의 서비스가 보증되는 종래 기술의 시나리오 설명도이다. 그들이 상기 네트워크(1)를 통과할 때, 송신자(20)로부
터 발생한 패킷들은 링크들(30 내지 34)과, 네트워크 구성요소, 예컨대 스위치 또는 라우터들(11 내지 14)을 통과한
다. 상기 예에서 제어되어야 하는 자원은 상기 링크(30 내지 34)의 대역폭과 네트워크 구성요소들(11 내지 14) 내의 
버퍼 공간이다. 이러한 제어는 제어기들(40 내지 43)에 의해 수행되며, 각 제어기는 플로우(50)로부터의 패킷들이 각
각 상응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링크에서 충분한 버퍼 및 대역폭에 대해 액세스함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제어기(41)는, 동일 자원에 대해 경합하는 플로우들(64,65)로부터의 간섭 트래픽이 존재하더라도, 플로우(50)
에 대해 네트워크 구성요소(13) 내의 버퍼와 링크(33)에 대한 대역폭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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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은 자원 제어기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용이 수반된다. 상기 제어기들은 패킷에 대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들을 판단하고 요구되는 서비스 보증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신되는 각각의 패킷에 대해 많은 처리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된다. 상기 비용은 이러한 패킷별 처리 단계들의 수와 복잡도에 상관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보증의 정
확성 및 효율성에 일반적으로 비례한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정해진 수준의 성능을 위해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자원 제어기들을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메카니즘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는 
증가되는 링크 속도에 따라 스케일할 수 있는 발명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자원 제어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 구성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
원 제어 메카니즘은 각각 버퍼 및 링크 대역폭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버퍼 관리와 스케쥴링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상기 둘중에서, 패킷 스케쥴링 비용이 버퍼 관리에 관련된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버퍼 관
리가 단지 패킷 도달시에 그 수용여부의 결정에만 관계하고 상기 결정도 고정된 양의 '상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버퍼 관리 결정에 사용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체 버퍼 용량(total buffer content)과 같은 
포괄적인 상태 정보(global state information)와, 상기 플로우에 대한 현재의 패킷 개수와 같은 플로우 상세 상태 정
보(flow specific state information)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델에 상응하는 버퍼 관리 메카니즘에 대한 현존하는 많
은 예들이 있다. 좀더 널리 알려진 몇몇 메카니즘으로, 임계값 기반 메카니즘(threshold based mechanism)[I. Cido
n, R. Guerin, and A. Khamisy, Protective buffer management policies. IEEE/ACM Trans. Networking, 2(3) 
: 240-24, June 199 ], 얼리 패킷 디스카드(Early Packet Discard(EPD)) 스킴[A. Romanowm, and S. Floyd. D
ynamics of TCP traffic over ATM networks. IEEE J. Sel. Areas Commun., (13(4) : 633-641, May 1998, J. 
Turner. Maintaining high throughput during overload in ATM switches. In proceedings of INFOCOM, page
s 287-295, San Francisco, CA, April 1996], 랜덤 얼리 디스카드(Random Early Discard(RED))[S. Floyd, an
d V. Jacobson. Random early detection gateways for congestion avoidance. IEEE/ACM Trans. Networking, 
1(4) : 397-413, August 1993], 및 페어 랜덤 얼리 디스카드(Fair RED)[D. Lin and R. Morris. Dynamics of ra
ndom early detection. In Proceedings of SIGCOMM, pages 127-137쪽, Sophia Antiplois, France, Septembe
r 1997]를 포함한다.
    

    
반면에, 스케쥴링 결정은 언제 플로우의 마지막 패킷이 전송되었는지 그리고 상기 플로우에 대한 속도 또는 지연 보증
과 같은 플로우 상세 상태 정보와, 상기 링크에 액세스를 위해 현실적으로 경합하는 제반 플로우들과 관련된 동작을 요
구한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전송을 대기하는 패킷들의 정렬된 리스트(sorted list)에서의 삽입 및 삭제의 동작 형식이
다. 예를 들어, 웨이티드 페어 큐잉(WFQ) [A.K.J. Parekh. A Generalized Processor Sharing Approach to Flow 
Control in Integrated Services Networks. PhD thesis, Laboratory for Information and Decision Systems, M
assachusetts Institute fo Technology. Cambridge, MA 02139, February 1992. No. LIDS-TH-2089] 또는 속
도 제어 얼리스트 데드라인 퍼스트(Rate Controlled Earliest Deadline First(EDF))[L. Georgiadis, R. Guerin, V. 
Peris, and K.N. Sivarajan. Efficient network QoS provisionign based on per node traffic shaping. IEEE/AC
M Trans. networking, 4(4) : 482-501, August 1996]와 같은 알고리즘의 경우에, 상기 정렬 리스트는 각각의 액
티브 플로우로부터의 패킷들에 대한 최대 출발시간들(maximum departure times)로 이루어지며. 상기 플로우에 대한 
최대 출발 시간은 특정 속도 및/또는 지연 보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출된다.
    

    
도 2는 여러 가지 플로우들에 의해 소모될 수 있는 자원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네트워크 노드에서 종래기술에 
의해 수행될 때 버퍼 관리 및 스케쥴링 메카니즘의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러가지 플로우들로부터의 패킷들이 입
력 링크(35)에 도달하여 버퍼 관리자 유니트(70)에 의해 처음으로 처리된다. 상기 유니트는 비어 있는 버퍼(도면에서 
흰 공간임)들의 전체 개수와 상기 패킷에 상응하는 플로우에 대한 현재의 버퍼 점유 개수에 근거하여, 버퍼(72)로 입
력되는 패킷을 받아들여 저장할지를 결정한다. 특히, 도 2는 입력 링크의 버퍼에 도착한, 플로우 f2로부터의 패킷(51, 
54, 56), 플로우 f4로부터의 패킷(52), 및 플로우 f3으로부터의 패킷(55)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버퍼 관리자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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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는 플로우 f2로부터 입력되는 패킷(56)이 상기 버퍼에 수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처리를 할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플로우 f2에 대한 버퍼 상태에 근거하여, 추가되는 패킷(56)은 그의 할당되는 버퍼 공간상에 플로우 f2를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플로우 f2가 예컨대 몇몇 다른 플로우들로부터 플로우 f10과 같은 비어있는 버퍼(free buffer
s)를 차용하는(borrow)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패킷(56)이 상기 버퍼에 수용될 것이다. 버퍼 관리 스킴들은, 다른 
플로우들로부터 비어있는 버퍼를 차용하기 위해 허가되는 액티브 플로우에서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
은 속도 보증(rate guarantees)의 보호(protection)와 잠재적인 효율성(potential efficiency) 사이의 상이한 트레
이드 오프(trade-offs)에 해당한다.
    

    
상기 버퍼로부터의 그리고 출력 링크(36)로의 전송은 스케쥴러에 의해 제어되며, 상기 스케쥴러는 처리 유니트(71)와 
패킷 전송 시간들의 정렬 리스트(73)를 구비한다. 상기 처리 유니트(71)는 임의의 플로우 fi에 관련된 각 큐(queue)
와, 상기 플로우 fi에 대한 큐의 선두 패킷이 상기 링크로 전송되어야 하는 최종 시간(latest time)(ti)을 산출한다. W
FQ와 같은 스케쥴러의 경우에, 이러한 시간은 플로우 fi의 이전 패킷 전송시간과 상기 플로우 fi에 대한 속도 보증에 근
거한다. 예를 들어, 플로우 fi가 시간 t에서 크기 Pi인 패킷을 지금 막 전송했다면 그리고 Ri의 속도 보증을 갖는다면, 
상기 처리 유니트(71)는 플로우 (fi)로부터의 한 패킷에 대한 다음 전송 시간을 ti = t + Pi/Ri와 같이 산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전송 시간 ti는 상기 정렬 리스트(73)에서 시간 tk 와 t1 사이에 삽입된다(tk < ti < t1). 그 후, 
전송 유니트(74)는 상기 출력 링크(36)로의 전송을 위해, 그 전송 시간이 정렬 리스트(73)의 선두에 있는 플로우 fj로
부터 첫번째 패킷을 선택한다. 예로서, 상기 도면에서는 출력 링크(36)로 막 전송되려는 플로우 f7로부터의 패킷을 나
타내고 있으며, 앞서 전송된 패킷들은 플로우 f5로부터의 패킷(81)과, 플로우 f2로부터의 패킷(82)과, 플로우 f4로부
터의 패킷(83)과, 플로우 f3으로부터의 패킷(84)과, 다시 플로우 f2로부터의 패킷(85)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도 2는 패킷 스케쥴링의 중요한 비용 요소(cost component), 즉 상기 정렬 리스트(73)의 크기는 서비스 보증
(service guarantees)이 제공되도록 요구되는 플로우의 개수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예시하고 있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이는 측정능력(scalability)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능 보증면에서 다소 감소하거나 또는 측
정능력(scalability) 목적에 대해 덜 중요한 다른 시스템 요소들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
거하는 접근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하나의 방법은 다소 성기게 정보가 분류되도록 함으로써 분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S. Suri, G. Var
ghese와, G. Chandranmenon. Leap forward virtual clock: A new fair queuing scheme with guaranteed delay 
and throughput fairness. In proceedings of INFOCOM, 558-566, Kobe, Japan, April 1997]의 접근방법이며, 
복잡도면에서 log N에서 log N으로의 감소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상기 N은 정렬된 플로우의 개수를 나타냄-. 이는 
플로우의 개수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그 인자에 대한 의존성이 여전히 남는다. 이러
한 의존성도 함께 제거하는 가능한 방법은 [D. Wrege, J. Liebeherr. A near-optimal packet scheduler for QoS 
networks. In Proceedings of INFOCOM, pages 577-585, Kobe, Japan, April 1997]의 순환 우선순위 큐(RPQ) 
제안 방법이다. 상기 RPQ 스킴에서, 상기 정렬 리스트가 제공하는 패킷 전송의 순서는 고정된 개수의 큐를 유지하고 
매 T 시간 단위로 각 큐의 우선 순위 값을 순환시킴으로써 제공된다. 전송은 항상 가장 높은 우선순위 큐로부터 시작하
며, 수신되는 패킷들은 현재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소망하는 전송 시간과 상응하는 큐에 놓이게 된다. 정렬 동작의 복잡
도는 전송중인 일련의 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화하고, 도착하는 패킷을 삽입할 큐를 결정하는 것에 의해 바뀐다. 
패킷 전송의 정확한 제어는 상대적으로 많은 큐를 요구할 수 있고, 더욱이 RPQ만으로는 플로우간의 분리를 제공할 수 
없다. 즉 어느 한 플로우로부터의 과도한 트래픽은 다른 플로우의 서비스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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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렬 동작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회피함으로써 패킷 전송 결정에서 플로우의 개수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는 
속도 보증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이행(implementation)은 전반적인 복잡도를 최소화하고, 더욱더 중요하게는 다
른 플로우로부터의 과도 트래픽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플로우에 대한 속도 보증을 보장할 수 있게하는 부가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또한 상기 방법의 복잡도는 제공되는 보증의 정확성, 즉 RPQ 큐 수의 증가에 심각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새로운 버퍼 관리 스킴의 이용을 통해 개별적인 플로우(또는 일련의 플로우)에 대한 속도 보
증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렬 동작에 대한 필요성을 완전히 회피함으로써 패킷 전송 결정에서 플로우의 개수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다른 플로우로부터 과도한 트래픽이 존재하더라도 전반적인 복잡도를 최소화하는 개별적인 
플로우들에 대한 속도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그 복잡도가 제공되는 보증의 정확성 즉 RPQ 큐 수의 증가에 심각하게 의존하지 않는, 속도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적정하고 효과적이며 측정가능한(scalable) 방식의 링크 예약을 이용하여 단일 링크가 복수
의 스트림들 간에 공유될 수 있게하는 속도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라우터들(스위치들)이 정상적인 패킷 전송외에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게하는 방
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의 분류(class)로 합병된 스트림의 간단한 FIFO 스케쥴링을 허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컴퓨터용 기록매체 상에 포함된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와 같이 본 발명의 방법을 실
현하는데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따라서, 개별적인 플로우(또는 일련의 플로우들)에 대하여, 전송을 대기하는 패킷들 간을 중재하는 정교한 스케쥴러를 
요구함이 없이, 속도 보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버퍼 관리 스킴의 이용을 통해 전술한 목적들이 이루어진다. 
플로우 또는 스트림은 발신처(source)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신처(destination)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끝나는 일련의 패킷들이다. 각 플로우에 대한 전용의 버퍼 공간을 재치있게 할당하고 분리함으로써 적정한 플로우별 성
능 보증이 제공될 수 있다.
    

    
개별적인 플로우는 네트워크로부터의 특정 수준의 서비스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개별적인 플로우들(스트림들)
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잡한 스케쥴링 방식들(policies)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증될 수 있는 많은 서로다른 방법
들이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0 (log N)의 복잡도를 가지며 여기서 N은 상기 링크에 다중화되어 있는 스트림의 개수이
다. 상기 본 발명의 방법은 간단한 선입선출(FIFO) 스케쥴러에 대한 스케쥴러 복잡도를 제한한다. FIFO 스케쥴러는 
0(1)의 복잡도를 가지며, 따라서 그 실시가 매우 간단하다. 상기 고유의 단순성(inherent simplicity)이, 오늘날의 라
우터의 스케쥴링 방식과 같이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원동력이다. 그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상기 FIFO 스케쥴러의 주요 
결점들 중의 하나가 개별적인 스트림들에 대한 서비스 차별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정해진 프로파일(profil
e)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보내는 단일 플로우는 상기 버퍼들을 궁지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합치하는 플로우들의 패킷이 유
실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서비스 분화(differentiation)의 부담을 스케쥴러로부터 버퍼 관리 모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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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며, 상기 버퍼 관리 모듈은 차례로 전송을 대기하도록 하기 위해 어느 패킷
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재치있게 결정한다. 이러한 선택적인 허용(admission)은 여러 가지 스트림들이 요구되는 대역
폭 보증에 따라 제공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된다. 본 발명은 단일 품질의 서비스 파라메타, 즉 스트림에 대한 
속도 보증의 규칙에 주로 관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각 스트림에 대한 저장 버퍼의 소정 영역 할당
을 통해 특정 스트림이 일정한 최소 대역폭으로 수신하도록 보증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각 플로우에 대한 이
용가능한 버퍼 공간을 재치있게 할당하고 분리함으로써 적정한 플로우별 성능 보증이 제공된다.
    

    
단지 버퍼 관리에 의존함으로써 속도 보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잇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버퍼 관리 동작은 전형
적으로 낮은 복잡도 및 양호한 측정능력 특성(scalability properties)으로 번역되는 일정수의 패킷별 처리 단계들을 
요구한다. 게다가, 분리된 스케쥴링 메카니즘이 이용되는 경우 조차도, 버퍼 관리와 그에 따른 비용이 필연적임을 유념
할 가치가 있다. 이는 개별적인 플로우들에 대한 충분한 전송 기회를 최상의 보증으로 스케쥴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오동작하는 플로우가 전체 버퍼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로우가 대기하는 패킷을 가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보증은 사소한 잇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서비스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버퍼 관리가 마찬가지로 요구된
다.
    

개 요

    
본 발명의 방법은 어떠한 패킷 통신망에 대해서도 적응성을 갖는다. 설명을 위하여,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packet switched network) 즉, 인터넷(Internet)을 생각하자. 발신처는 때때로 데이터그램(datagram)이
라고도 불리우는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로 인입한다.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는 라우터(router) 
-패킷들이 그 발신처로부터 최종 수신처로 향하게 하는 책임을 지는 것임- 라 불리우는 패킷 발송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우터들은 발송하는 패킷들에 대한 일관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그들의 동등한 라우터들과 제어정보를 교환한다.
    

    
라우터에서 수행되는 동작들은 그들이 제어 경로상에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경로상에 있는지에 근거하여 별개의 두 카
테고리로 분리될 수 있다. 상기 제어 경로는 일반적으로 스트림이라 불리우는 하나의 플로우 또는 일련의 플로우에 대
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라우터에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스트림은 자원들이 라우터에서 할당되고, 달
리 허용 제어라 불리우는, 셋업 단계(setup phase)동안 식별되는 기본 유니트이다. 허용 제어의 처리는 상기 라우터에 
의해 수행되는 셋업 절차의 일부로서 수행되며, 예약 요구들이 복수의 패킷 스트림으로부터 발생할 때에 그들을 분석하
는 셋업 프로토콜을 관계시킨다. 상기 허용 제어 알고리즘은 스트림에 할당될 이용가능한 버퍼 공간이 충분하게 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그 스트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스트림 셋업은 자원 예약 프
로토콜(RSVP) [R. Braden, et. al.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RSVP) - version 1, functional specifica
tion. Request for Comments (Proposed Standard) RFC 2205,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September 
1997]과 같은 다소 명확한 예약 프로토콜이나 구성(configuration)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제어 경로부분이다.
    

상기 허용 제어 처리의 최종 결과는, 패킷 스트림 n이 충분히 긴 시간 간격에 걸쳐서 측정되는 적어도 하기 [수학식 1
]의 대역폭으로 수신하도록 보증된다는 것이다. 상기 시간 간격은 TotalBuf / C sec 이상으로 제한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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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학식 1]의 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llocBuf[n] : 스트림 n에 할당될 수 있는 상기 버퍼로부터의 최대 바이트수를 나타냄. 이 바이트 할당값은 상기 스트
림이 셋업(허용 제어 단계)될 때 결정되며, 스트림 n에 대해 보증되도록 요구되는 bytes/sec의 속도 R에 상관함.

SpareBuf : 모든 스트림들이 할당된 후의 최대 잔여 버퍼 공간을 나타내며, 여기에서 SpareBuf는 하기 [수학식 2]로 
표현됨.

수학식 2

TotalBuf : 바이트 단위로 측정되는 출력 링크에서의 최대 버퍼 크기를 나타내는 정수임.

패킷들이 여러 가지 크기를 가질 수 있고, 패킷의 전송시간이 상기 패킷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버퍼공간이 바이트 
단위로 측정됨을 주목해야 한다.

상기 [수학식 1]을 이용하여, 일단 패킷 스트림들이 받아들여지면 그 패킷 스트림들에 대해 속도 보증을 제공하는 허용 
제어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패킷 스트림에 대해 이용가능한 버퍼 공간을 재치있게 할당하고 분리하는 
것에 의해, 각가의 스트림에 대한 성능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도 3은 상기 허용 제어 방법을 예시하는 최상위 레벨 도면이다. 상기 도면은 패킷 스트림 n으로부터의 예약 요구를 처
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상기 셋업 프로토콜은 전형적으로 예약 요구(101)를 상기 라우터(102)로 
보내는 것에 관여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라우터(102)는 상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버퍼 공간 뿐만아니라 충분한 
링크 용량이 있는지를 체크함으로써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라우터(102)의 결정 로직(
decision logic)은 상기 패킷(103)을 받아들이든 또는 거부하든지에 대한 결정을 출력한다. 출력단에서 이용할 수 있
는 전체 버퍼 공간은 고정되어 있으며 TotalBuf로 표시함을 전술한다. 그래서, 상기 출력 링크에 현재 할당되어 다중화
된 전체 N개의 스트림이 있다면, 상기 전체 버퍼 공간(TotalBuf)은 하기 [수학식 3]으로 정의된다.
    

수학식 3

만일 새로운 스트림(N+1)이 속도 R bytes/sec를 요구하는 예약을 한다면, [수학식 4]와 같은 바이트 단위의 버퍼 할
당이 요구된다.

수학식 4

만일 이러한 신규 할당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버퍼 공간이 있다면 그때는 그 예약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
된다.

충분한 버퍼 공간의 결정은 다음의 [수학식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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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5

새로운 스트림으로부터의 속도 보증은 어떠한 시점에서도(예로서, 이전에 받아들인 스트림으로부터의 패킷 처리중에) 
발생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스트림(스트림 N+1)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추가로 AllocBuf[N+1]을 갱신
한다.

ShareBuf 및 SpareBuf는 다음과 같이 갱신되도록 요구된다.

수학식 6

수학식 7

여기에서, ShareBuf는 현재 이용가능한 공유 버퍼 공간(바이트 단위)를 나타냄. 이 변수는 SpareBuf로 초기화됨.

    
상기 허용 제어 단계에서 각 스트림이 전체 버퍼 공간의 일정부분 -상기 스트림에 대해 패킷 처리를 위해 이용가능하
도록 보증됨- 이 할당된다. 만일 어떤 시점에서 스트림이 그의 초기 할당 보다 더 큰 공간을 필요로하는 경우, 그 버퍼 
공간을 상기 공유 버퍼 공간에서 확보할 것이다. 상기 공유 버퍼 공간 개념은 초기 할당 이상으로 더 많은 버퍼 공간을 
요구하는 스트림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할애되는 전체 버퍼 공간의 고정된 일부분으로서의 표시로 제한되지 않게 포함
하는 여러 상관관계(perspectives)에서 보일 수 있다. 또한, 공유 버퍼 공간은 여전히 임의의 특정 스트림에 할당되도
록 하는 전체 공간 버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공유 버퍼 공간에 주어진 정의에도 불구하고, 고정(f
ixed) 및 공유(shsred) 부분으로의 버퍼 메모리 구분은 물리적인 것일 필요가 없으며, 여기서 언급되는 간단한 어카운
팅(accounting)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방식들(certain policies)이 스트림에 공유 버퍼 공간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기스트림의 현재 버퍼 이용 및 
전체적인 이용가능성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선택된 특정 방식은 특정 애
플리케이션과 그 방침에 연관된 시스템 제약조건 및 목적들에 따를 것이다.

패킷 스트림 예약이 끝나면 역동작이 수행된다.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공유버퍼의 양이 있어서 일시적인 버
스트(burst)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버퍼가 있다.

    
상기 허용 제어 단계에서 패킷 스트림(예, 속도 요구(R)를 승낙하는 것)이 라우터에서 초기화된 후, 상기 초기화된 스
트림에 대한 패킷 처리가 뒤따른다. 패킷 처리는 상기 처리를 정의하는 많은 데이터 경로 운용을 포함한다. 상기 라우터
로의 입력 즉시 패킷의 처리는 4가지 주요 단계, 즉 1) 분류(classification), 2) 폴리싱(policing), 3) 버퍼 관리, 및 
4) 스케쥴링을 포함한다. 도 4a 와 도 4b는 상기 라우터로부터 받은 각 패킷(110)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전술한 단
계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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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는 패킷 분류(111), 적합성 시험(conformance testing)(112), 및 버퍼 관리(113) 작용을 나타내는 블록도이
다. 상기 버퍼 관리 동작(113)은 본 발명 방법의 핵심이다. 각 패킷이 라우터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그의 헤더로 보내
어지는 서브세트 비트(a subset of bits)에 근거한 스트림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며 이 과정을 패킷 분류(packet clas
sifiation)(111)라 부른다. 이 과정은 보나 파이드 IP 패킷(bona fide IP packet)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특정 
새니티 검사(certain sanity checks)의 수행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서 상기 패킷 헤더에서의 필드에 근거하여, 스트림 
식별자(streamid)에 의해 식별되는 복수의 스트림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상기 스트리림 식별자는 
패킷이 전송되어지는 출력 인터페이스, 넥스트 홉 라우터(next hop router)의 어드레스와 같이 상기 패킷에 관련된 정
보를 검색하는 인덱스로써 사용될 수 있다.
    

    
패킷 분류(111)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상기 입력되는 패킷은 상기 스트림이 인-프로파일(in-profile)인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적합성 시험(112)을 받아야만 한다. 이 단계가 실행되면, 상기 입력되는 패킷은 아웃-오브-프로파일(o
ut-of-profile)인 경우의 비트로 표시된다. 패킷이 인-프로파일인지 아닌지에 관한 결정은 상기 발신처(source)가 
상기 스트림이 셋업될 때 정한 것보다 더 많은 패킷을 네트워크로 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리키-버켓(Leaky-Buc
ket)[J. Turner.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s (or which way to the information age?). IEEE Commun
ications Magazine, 24(10) : 8-15, October 1986] 타입의 카운터에 의지하여 패킷을 검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
웃-오브-프로파일로 표시된 패킷들은 적체 기간동안에 미표시 패킷들보다 우선적으로 포기될 수 있다.
    

    
상기 패킷 분류(111) 및 적합성 시험(112) 동작 후에 버퍼 관리 단계(113)가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 패킷이 링크로 
전송될 때까지 패킷을 저장할 충분한 버퍼 공간이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이 이루어진다. 상기 패킷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이다. (1) 스트림 식별자(streamid) (2) 전체의 비어있는 버퍼 공간(
total free buffer space)의 양, 및 (3) 모든 스트림에 의해 현재 점유된 버퍼 공간이 이 결정 과정에 대한 입력이다. 
본 발명의 방법은, 몇몇 다른 상태 변수들에 근거하여 스트림들에 대한 속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각 패킷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도 4b는 스케쥴링(115), 전송(116), 및 버퍼의 갱신(117)을 포함하는 버퍼 관리(113)에 뒤이어 발생하는 패킷 처리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FIFO 링크 스케쥴러(115)는 링크(116)로의 전송을 위한 버퍼 관리자(113)에 의해 수용된 패
킷의 큐에서 대기중인 패킷(119)중 하나를 연속적으로 선택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상기 버퍼 관리 처리(113)에 합체되어 어떤 패킷을 받아들이고 어떤 패킷을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상
대적으로 간단한 어카운팅 메카니즘(accounting mechanism)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한 FIFO 스케쥴러와 관련된 장애
(drawback)를 제거한다. 상기 어카운팅 메카니즘은 패킷이 링크에 전송 완료된 때 뿐만아니라 패킷이 수신되었을 때 
몇가지 간단한 동작을 포함한다. 상기 어카운팅 메카니즘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 5, 도 6, 도 7, 및 도 8에 도시되어 있
다.

패킷 전송(116)의 처리단계는 라우터를 통한 패킷의 이동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상기 패킷이 상기 
링크(116)상으로 송출된다. 상기 패킷 전송이 완료되면, 상기 스케쥴러가 전송을 위한 다음 패킷을 선택하고 사이클을 
지속하도록, '링크 프리(link free)' 이벤트(118) 통지를 받는다.

버퍼 관리 모듈(117)은 버퍼 점유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패킷이 링크로 송출될 때, 상기 버퍼 카운트
는 상기 전송된 패킷이 더 이상 유용한 버퍼 자원을 점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절하게 갱신되어야 한
다.

실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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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에 도시된 버퍼 관리 처리 단계(113)는 버퍼 유용성(availability) 및 점유(occupancy)에 관계한다. 이 단계(1
13)에서 관련되는 버퍼들은 몇몇 서로다른 방식으로,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 걸쳐서 물리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위치는 입력단이나 출력단에, 또는 양측 모두에 버퍼들을 가질 수 있다. 이상적으로, 스위치는 입력 링크보다 
수배 빠르게 동작해야 하고, 출력단 즉 경합 지점인 출력단 링크 각각에서 그 버퍼들 모두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실시 
형태는 출력단에 대기행렬(queuing)을 가지는 버퍼 관리로서 여기에 소개된다. 이러한 실시 형태에서, 입력되는 패킷
이 존재하는 버퍼들은 모두 특정 라우터 또는 스위치의 출력 링크에 위치한다. 출력단 각각에서 상기 대기행렬이 분리
되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는 분리 상태의 단일 출력 링크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출력 링크에 대하여 모든 도착 패킷들
이 경합하는 단일 버퍼 메모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출력 링크 어댑터에 위치될 수 있
거나 또는 라우터 전체에 걸쳐 분산될 수도 있다. 단일 출력 링크의 용량을 C bytes/sec라 하고, 'N'은 이러한 링크상
에 다중화되는 스트림의 개수라고 가정한다.
    

도 5 및 도 6은 도착하는 패킷을 수신할 때 발생하는 처리절차(processing)를 나타낸다. 도 5 및 도 6은 각각 흐름도 
및 프로그램 문장 형태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도 5는 패킷이 수신될 때마다 발생하는 처리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패킷 수용/거부 루틴 시작 단계(40)는 현재 
수신된 패킷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패킷 평가 루틴으로의 진입점(entry point)을 나타낸
다. 제 1 동작 단계(42)는 수신된 패킷을 이전에 수용된(예, 허용된 속도 요구) 복수의 패킷 스트림들(n) 중 어느 하나
로 분류하며, 여기서, n은 1에서 N까지 범위의 정수(integer)이다. 판단 단계(44)는 상기 버퍼에 현재 수신되는 바이
트 단위 패킷을 추가하는 것이 제 1 임계치 - 본 실시 형태에서의 최대 버퍼 사이즈임 - 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는 판
단 단계이다. 만일 상기 제 1 임계치를 초과하면, 단계(46)로 처리절차가 계속되고, 초과하지 않으면, 단계(56)에서 
패킷이 드롭(drop)되고 단계(58)에서 그 처리절차가 종료된다. 판단 단계(46)는 상기 패킷과 연관된 스트림 n에 할당
된 버퍼의 소정 부분에 바이트 단위의 상기 패킷을 추가하는 것이 제 2 임계치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는 두 번째 
판단 단계를 나타낸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 제 2 임계치는 상기 버퍼에서 스트림 n에 할당된 최대 바이트 수를 나타낸다. 상기 단계(46)에서 
만일 패킷 추가가 제 2 임계치를 초과하면, 처리절차는 단계(48)로 이어진다. 판단 단계(48)는 현재 수신된 패킷이 공
유 버퍼 영역에 저장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세 번째 판단 단계이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 만일 현재 이용 가능한 공유 
버퍼 공간에서 바이트 단위의 현재 수신된 패킷의 길이를 뺀 값이 영(0)보다 크면, 그 패킷은 상기 공유 버퍼 영역에 
저장될 것이다. 단계(50)에서 상기 패킷은 일반 버퍼 영역에 덧 붙여진 공유 버퍼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표시될 것이
다. 그리고 나서, 처리절차는 현재 수신되는 패킷의 저장을 책임지도록 공유 버퍼 공간의 합계가 갱신되는 단계(52)로 
이어진다.
    

    
단계(46)에서 현재 수신되는 패킷이 스트림 n에 할당된 이용가능한 버퍼 공간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처리절
차는 상기 패킷이 상기 공유 버퍼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는 단계(54)로 이어진다. 이 시점에서, 상기 단계
들(52, 54)은 전체 할당 버퍼 공간이 최근에 수신된 패킷의 추가를 반영하기 위해 갱신되는 단계(58)에 수렴된다. 단
계(59)에서 스트림 n에 할당되는 소정의 버퍼 공간은 상기 패킷의 추가를 반영하기 위해 상응하게 갱신된다. 단계(60)
에서는 상기 패킷이 나중의 전송을 위해 출력 링크에 엔큐(enqueue)된다. 상기 처리절차는 단계(61)에서 종료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패킷이 전송을 위해 디큐(dequeue)될 때마다 행해져야 하는 어카운팅(accounting)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간단한 FIFO 스케쥴러는 상기 링크에 전송을 위한 이러한 큐로부터의 패킷을 입수(pick up)한
다고 가정한다. 단계(62)는 패킷 전송 루틴으로의 진입점(entry point)을 나타낸다. 단계(64)에서 이용 가능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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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 공간이 바이트 단위로 전송되는 패킷 길이만큼 감소된다. 단계(66)에서, 스트림 n에 할당된 소정의 버퍼 공간은 
바이트 단위로 전송되는 패킷 길이만큼 감소된다. 단계(68)는 전송되는 패킷이 상기 공유 버퍼 공간에 속하는지를 확
인하는 판단 단계이다. 만일 전송되는 패킷이 상기 공유 버퍼 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단계(72)에서 상기 패킷이 
상기 링크로 전송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용 가능한 공유 버퍼의 합계가 바이트 단위의 패킷 길이만큼 증가된다. 
상기 처리 절차는 단계(73)에서 종료한다.
    

도 8은 상기 도 7의 흐름도에 의해 정의된 처리절차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도 6 및 도 8에서 설명된 프로그램 코드를 포함하여 여기에 소개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저장 디바이스에 
기록되며 머신(예,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 가능하게 기록되는 판독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로서 실현될 수 있다.

복수의 출력 큐

    
지금까지는 상기 링크에서 전송을 기다리는 모든 패킷들을 보유하는 단일 FIFO 큐가 존재한다고 가정했다. 비록 이것
이 스케쥴링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지만, [H. Zhnag. Service displines for guaranteed performance service in p
acket-switching network. Preceeding of the IEEE, 83(10) : 1374-1396, Oct. 1995] 문헌에서 폭넓게 연구되
어온 몇몇 다른 형태의 스케쥴러들이 존재한다. FIFO 외에도 스케쥴링 메커니즘으로 소개되는 메커니즘들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9는 여러 가지 큐들 간에서 중재하는 웨이티드 페어 큐잉 스케쥴러(Weighted Fair Queuing scheduler)(153)를 
가지는 출력 링크에서 복수의 큐를 포함하는 일실시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웨이티드 페어 큐잉 스케쥴러 기법(a
pproach)의 설명은 [A. Demers, S. Keshav, and S. Shenker. Analysis and simulation of a fair queuing algor
ithm. Journal of internetworking: Research and Experience, 1:3-26, January 1990]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에 
참조로 인용된다. 웨이티드 페어 큐잉에서, 각 스트림은 어떤 소정 방식(policy)에 근거하여 상기 큐들(151) 중 어느 
하나에 배치된다. 큐에 전송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상기 큐의 헤드에서 패킷(152)이 전송된다. 상기 버퍼들이 상이한 
큐들 사이에 정적으로 분할된 경우, 이러한 실시 형태에서 설명된 메커니즘이 상기 큐들 각각에 대한 버퍼 관리를 제공
하도록 직접 적용될 수 있다.본 발명의 특정 실시 형태들만 명세서에 도시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고 추가적인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첨부된 청구범위 이외에, 전술한 실시 형태들은 본 발
명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기술된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각 스트림에 대한 저장 버퍼의 소정 영역 할당을 통해 특정 스트림이 일정한 최소 대역폭
으로 수신하도록 보증되는 것을 확실하게 할 뿐만아니라, 각 플로우에 대한 이용가능한 버퍼 공간을 재치있게 할당하고 
분리함으로써 적정한 플로우별 성능 보증을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패킷 스트림(n) - 각 패킷 스트림 n은 1 내지 N의 범위에서 인덱스가 붙여지고,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공
통 출력 링크(j)상으로 전송을 위하여 다중화되며, 상기 링크가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기 위한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전
체 버퍼 공간을 가지는 버퍼를 포함 - 의 각 패킷 스트림에 대하여 명확한 속도 보증(Rn)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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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수신되는 각각의 패킷에 대하여, 상기 현재 수신 패킷과 연관된 상기 패킷 스트림(n)을 식별하는 단계와;

b) 상기 현재 수신되는 패킷을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의 전유 부분에 가산되어 제1 합(sum)을 산출하는 단계와;

c) 상기 제1 합이 제1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에 응답하여 제1 변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d)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을 상기 스트림(n)에 할당된 버퍼 공간의 점유 부분에 가산하여 제2 합을 산출하는 단계와;

e) 상기 제2 합이 제2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에 응답하여 제2 변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f) 상기 스트림 n에 대한 상기 속도 보증(Rn)을 함으로써, 상기 제1 및 제2 변수에 기초해서 상기 패킷을 받아들이거
나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임계치는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인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임계치는 패킷 스트림 n에 할당된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의 일부인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은 할당된 버퍼 공간 및 공유 버퍼 공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은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의 점유된 부분을 바이트 단위로 트래킹하기 위한 관련 전체 버퍼 카운터를 
갖는 방법.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버퍼 공간은 상기 공유 버퍼 공간의 비점유 부분을 바이트 단위로 트래킹하기 위한 관련 공유 버퍼 카운터(
SharedBuf)를 갖는 방법.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된 버퍼 공간은 속도 보증(Rn)이 보장되는 스트림 n - 여기서, n = 1 . . . N 임 - 에 할당된 상기 전체 버
퍼 공간의 일부를 나타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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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버퍼 공간의 현재의 비점유 부분에서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의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길이를 뺀 값이 제3 임계
치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응답하여 제3 변수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는 상기 제3 변수에 근거하여 상기 패킷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임계치가 영(0)인 방법.

청구항 11.

제 5 항에 있어서,

임계치 1이 초과되지 않고 임계치 2가 초과되지 않을 때, 현재 수신 패킷을 상기 스트림 n에 할당된 상기 전체 버퍼 공
간 부분에 가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상기 전체 버퍼 카운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의 길이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이 속하는 스트림과 관련된 스트림 버퍼 카운터를 바이
트 단위로 나타낸 현재 수신 상기 패킷의 길이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8 항에 있어서,

임계치 1은 초과되지 않고, 임계치 2 및 임계치 3이 초과될 때,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을 상기 공유 버퍼 공간에 가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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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현재 수신 패킷이 상기 공유 버퍼에 받아들여질 때마다, 공유 버퍼 카운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의 길이 만큼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은 전송에 앞서 대기 행렬화(queued)되고 상기 전체 버퍼 공간에 저장되는 방법.

청구항 17.

제 5 항에 있어서,

스트림(m)과 관련된 패킷이 전송될 때, 상기 스트림(m)에 할당된 전체 버퍼 공간 부분으로부터 상기 현재 수신 패킷
을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 버퍼 카운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현재 전송되는 상기 패킷의 길이 만큼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전송되는 패킷의 스트림과 관련된 스트림 버퍼 카운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상기 현재 전송되는 패킷의 
길이 만큼 감소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6 항에 있어서,

패킷이 상기 공유 버퍼 공간으로부터 전송될 때마다, 상기 공유 버퍼 카운터(SharedBuf)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상기 
현재 전송되는 패킷의 길이 만큼 증가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는 상기 출력 링크에 접속된 인터페이스 상에 할당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출력 링크 상에서의 상기 패킷 전송 순서는 선입선출(FIFO) 방식에 근거하는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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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의 사전 할당된 패킷 스트림 - 상기 패킷 스트림은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packet switched network)를 통한 출
력 링크 상에서 전송을 하기 위해 다중화되고, 상기 링크가 상기 패킷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버퍼를 가지고, 상기 버퍼
가 할당된 버퍼 공간 및 공유된 버퍼 공간으로 이루어진 전체 버퍼 공간(Totalbuf)을 구비 - 을 포함하는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패킷 스트림(N+1)에 대한 속도 보증(RN+1 )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상기 패킷 스트림(N+1)으로부터 상기 속도 보증(R N+1 )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상기 속도 보증이 상기 출력 링크 상에서 상기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판단 단계는,

i) 일반 버퍼 공간 중 상기 속도 보증(R N+1 )에 따라 상기 패킷 스트림 N+1에 할당될 일부(Allocbuf[N+1])를 계산
하는 단계와;

ii) Allocbuf[N+1]과 현재 할당되지 않은 전체 버퍼 공간의 총합(Sparebuf)을 비교하여, Allocbuf[N+1]이 Spare
buf보다 작은 경우 상기 Allocbuf[N+1]과 동일한 상기 전체 버퍼 공간량을 상기 스트림(N+1)에 할당하고, 그 이외
의 경우는 속도 보증(RN+1 )에 대한 상기속도 요구를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림(N+1)에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을 할당하는 단계는 다음의 수학식 8에 따라 수행되는 방법.

수학식 8

단, C는 상기 스트림(N+1)의 패킷들이 전송되는 bytes/sec단위의 상기 출력 링크의 속도임.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비할당된 전체 버퍼 공간(Sparebuf)의 총합을 산출하는 단계는 다음의 수학식 9에 따라 수행되는 방법.

수학식 9

청구항 26.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버퍼 공간(Sparebuf)은 상기 스트림(N+1)에 대한 상기 속도 보증 요구가 받아들여진 후에 다음의 수학식 
10에 따라 갱신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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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0

청구항 27.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비할당 버퍼 공간(Sharebuf)은 상기 스트림(N+1)에 대한 상기 속도 보증 요구가 받아들여진 후에 다음의 수학
식 11에 따라 갱신되는 방법.

수학식 11

청구항 28.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Sparebuf는 다음의 수학식 12와 같이 상기 스트림(p)에 대한 상기 속도 보증(Rp) 요구의 수행 종료 후에 갱신되
는 방법.

수학식 12

단, 상기 p는 종료된 스트림을 나타내는 1 내지 N+1 범위의 정수임.

청구항 29.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공유 버퍼 공간(Sparebuf)은 다음의 수학식 13과 같이 상기 스트림(p)에 대한 상기 속도 보증(Rp) 요구를 종료
한 후에 갱신되는 방법.

수학식 13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버퍼들은 상기 출력 링크와 연관되고, 상기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는 상기 복수의 버퍼들로부터의 전송을 대기하
는 패킷들 사이에서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스케쥴러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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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복수의 패킷 스트림(n) - 각 패킷 스트림 n은 1 내지 N의 범위에서 인덱스가 붙여지고,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공
통 출력 링크(j)상으로 전송을 위하여 다중화되며, 상기 링크가 상기 패킷들을 저장하기 위한 바이트 단위로 나타낸 전
체 버퍼 공간을 가지는 버퍼를 포함 - 의 각 패킷 스트림에 명확한 속도 보증(Rn)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단계들을 수
행하도록 머신(machine)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 프로그램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머신 판독가능한 컴퓨터 프로
그램 저장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현재 수신되는 각각의 패킷에 대하여, 상기 현재 수신 패킷과 연관된 상기 패킷 스트림(n)을 식별하는 단계와;

b) 상기 현재 수신되는 패킷을 상기 전체 버퍼 공간의 전유 부분에 가산되어 제1 합(sum)을 산출하는 단계와;

c) 상기 제1 합이 제1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에 응답하여 제1 변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d) 상기 현재 수신 패킷을 상기 스트림(n)에 할당된 버퍼 공간의 점유 부분에 가산하여 제2 합을 산출하는 단계와;

e) 상기 제2 합이 제2 임계치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고, 이 판단에 응답하여 제2 변수를 설정하는 단계와;

f) 상기 스트림 n에 대한 상기 속도 보증(Rn)을 함으로써, 상기 제1 및 제2 변수에 기초해서 상기 패킷을 받아들이거
나 또는 거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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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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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도면 3

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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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

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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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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