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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동기 전송 방식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 증진 방법

요약

본 발명의 ATM 통신 네트워크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인터페이스에서 어댑터에 결합된 메모리를 갖는 시
스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메모리내에 저장된 프레임은 어댑터내에 상주하는 전송 준비 큐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전송되며 전송 제어 레지스터에 의해 정의된다. 기술자 및 포인터에 의해 프레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유지되는 수신 준비 리스트에 서로 연결된다. 전송 프레임 완료 리스트는 전송 제어 레
지스터를 사용하여 시스템 메모리내에 설정된다. 프레임 전송이 완료된 때를 표시하는 어댑터 의해 인터
럽트가 발생된다. 동시에, 셀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설정되는 프리 버퍼 
리스트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내에 저장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포인터는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
의 최종 엔트리로 유지된다. 어댑터는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로부터 사용될 다음 버퍼로 포인터를 유지한
다. 어댑터내의 수신 제어 레지스터를 통해 어댑터에 대해 표시되는 위치를 갖는 시스템 메모리내의 디바
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수신 준비 리스트가 설정된다. 수신 데이타 셀은 프리 버퍼 리스트로부터 버퍼내의 
프레임으로 재조립된다. 수신된 프레임의 완료시, 프레임은 적절한 수신 준비 리스트에 추가된다. 하나 
이상의 완료된 프레임이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위해 수신 준비 리스트상에 상주하는 경우 어댑터에 의해 
프로세서로 인터럽트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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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주요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프로세서, 시스템 메모리, 어댑터 및 시스템/어댑
터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ATM 시스템의 블럭도.

제2도는 메모리내에 저장된 시스템 메모리 및 정보의 블럭도.

제3도는 제1도에 도시되어 있는 어댑터의 블럭도.

제4도는 제1도에 도시되어 있는 어댑터내의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의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나
열하는 도면.

제5도는 제1도의 어댑터내의 제어/데이타 메모리에 설정된 전송 준비 큐(TRQ)를 나타내는 도면.

제6도는 ATM 네트워크로의 전송에 앞서 제1도의 시스템 메모리내에서 서로 연결된 전송 프레임 기술자를 
나타내는 도면.

제7도는 ATM 네트워크로 프레임을 전송한 후 제1도의 시스템 메모리내 프레임 기술자의 전송 완료 연결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

제8도는 수신된 프레임을 저장하기 위해 어댑터에 의해 사용되는 시스템 메모리내에 프리 버퍼 기술자를 
포함하는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를 나타내는 도면.

제9도는 제1도의 시스템 메모리 및 어댑터내의 수신 준비 리스트 포인터의 초기화를 나타내는 도면.

제10도 및 제11도는 제1도의 시스템내의 수신 준비 리스트상에서 프레임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

제12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전송 동작의 흐름도.

제13도는 제1도의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수신 동작의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2 : 프로세서                                114 : 브리지/캐시

116 : 시스템 메모리                         120 : ATM 어댑터

124 : 운영 체제                                126 : 어플리케이션

128 : 디바이스 드라이버                    309 : 제어/데이타 메모리 SRAM

401 : 전송 피코프로세서                    403 : 수신 피코프로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TM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ATM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비동기 전송 모드(ATM) 시스템은 각각의 프레임을 48 바이트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5 바이트를 각각의 세
그먼트에 부가하며, 전송을 위해 큐되는 다른 프레임으로부터의 셀에 의해 다중화된 결과적인 53 바이트 
셀을 전송함으로써 다수의 프레임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셀이 수신되는 경우, 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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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트 셀 헤더를 제거하고, 나머지 48 바이트와 프레임을 위해 앞서 수신된 셀을 연결함으로써 프레임
으로 재조립된다. 상이한 프레임은 소정의 주어진 시간에서 분할(segmentation) 및 재조립(reassembly)의 
각종 단계로 존재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ATM 시스템에 있어서, 프레임을 전송하길 원할 때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프레임을 전송
하고 전송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인터럽트(interrupt)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제공하는 어
댑터(adapter)에 대해 전송 커맨드를 셋업하여야 한다. 동일한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수신방향으로 발생하
며,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맨드를 발하면, 어댑터는 데이타를 수신한후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인터럽
트를 발생시켜 상기 수신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데이타 속도가 ATM 네트워크상에서 증가함에 따
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맨드를 발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빈도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더 이상 
데이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시점까지 증가한다. 또한, 데이타 속도와 관련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속도가 저하되면 어댑터 및 시스템 메모리에서의 저장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된다. 데이타를 전송 및 
수신중에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활성(activity)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은 ATM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어댑터/드라이버 인터페이스(adapter/driver  interface)  사이의 시스템 
혹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독립적으로 프레임을 셀로 분할하고 동시에 셀을 프레임으로 재조립시키는 시
스템 및 방법은 ATM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개선시키고 저장 장치에 대한 요구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관련된 종래 기술로서, 1994년 3월 22일 특허된 미국 특허 제5,297,139호에는 통신 전송 라인
(communication  transmission  line)으로부터 버퍼 디바이스(buffer  device)내로 데이타를 기록하고, 이 
버퍼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타를 판독하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데이타는 사전결정된 판독 
속도로 버퍼로 부터 판독되고, 상기 버퍼내에 기록된 데이타의 양은 사전결정된 임계치와 비교된다. 축적
된 데이타의 양이 임계치와 동일하거나 혹은 보다 적은 경우 전송 라인으로부터의 데이타는 버퍼내에 기
록되고, 버퍼는 전송 라인으로부터의 데이타의 기록만을 수행한다. 축적 데이타의 양이 임계치 보다 큰 
경우 버퍼는 통신 라인으로부터의 데이타 기록과 버퍼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타 판독을 모두 수행한다.

1993년 12월 28일 특허된 미국 특허 제5,274,768호에는 컴퓨터와 원격통신 네트워크(telecommunication 
network)를 결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개시되어 있다. 인터페이스는 다수의 ATM 셀로 분할된 프레임을 
수신하고  재조립하기  위한  재조립기를  구비하며,  이들의  각각은  가상  채널  식별자(virtual  channel 
identifier)및 셀 몸체(cell body)를 포함한다. 재조립기는 각각의 셀 몸체를 연관된 가상 채널 식별자로 
분리하고, 가상 채널 식별자에 대해 각각의 링크 리스트 기준 어드레스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
한다. 재조립 버퍼(reassembly buffer)는 셀 몸체를 저장하고, 링크 리스트 관리기(link list manager)는 
셀 몸체가 재조립 버퍼 수단에 저장될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링크 리스트 데이타를 저장한다.

1992년 8월 4일 특허된 미국 특허 제5,136,584호에는 다중화된 고속 디지탈 통신 네트워크(multiplexed 
high speed digital comminication network)의 인터페이스가 개시되어 있다. 인터페이스는 데이타(예시적
으로 ATM 셀)를 수신하기 위한 입력 포트(input, port), 처리된 수신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한 출력 포트
(output port), 및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를 상호접속시키며 데이타 처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신된 데이타의 전파를 지연시키는 데이타 지연 디바이스(data delay arrangement)[예시적으로 지연 파
이프라인(delay pipeline)]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는 내부 데이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
터페이스를 통해 가능한 신속히 데이타를 이동시키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이용한다. 데이타 조립기(data 
assembler) 및 상태 메모리(state memory)는 수신된 다중화되고, 인터리브된 ATM 셀로부터 데이타 프레임
을 조립한다.

전송 및 재조립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우, ATM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전
송을 위해 상이한 데이타 소스로부터의 다수의 프레임을 분할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신을 위해 셀을 
다수의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래 기술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
다. 결과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고속 데이타 속도를 처리함에 있어서 ATM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
키고 인터페이스에서 저장장치 이용을 감소시키는 네트워크 데이타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 또한, 종래 
기술은 파티션(partitions)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메모리내에 프레임을 위치시키기 위한 프레임 기술자
(frame descriptor) 및 리스트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종래 기술은 전송 준비 큐 및 수신 
준비 리스트에서 프레임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포인터의 사용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어댑터가 동시에 상이한 데이타 소스로부터의 셀을 수신하고 동시에 다수의 프레임을 
전송하면서도 ATM 시스템내의 어댑터와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개
선된 ATM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레임 레벨에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ATM 시스템내의 어댑터와 디바이스 드라
이버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개선된 어댑터 처리능력을 갖는 ATM 시스템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
스를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데이타 셀을 프레임으로서 저장하기 위한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receive free 
buffer list)와 수신 준비 리스트를 사용하여 ATM 시스템 메모리에서 프레임으로 셀을 재조립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분할 및 재조립 프로세스가 본질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독립적인 ATM 시스
템내의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에서 프레임을 셀로 분할하고 동시에 셀을 프레임으로 재조
립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시스템 메모리에서 프레임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자 및 포인터를 사용하여 
ATM 시스템에서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프레임으로의 데이타 셀을 수신하기 위해 버퍼의 리스트를 사용하고,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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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송하기 위해 프레임의 리스트를 사용하여 ATM 시스템에서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있다.

이들 다른 목적, 특징 및 장점은 디바이스 드라이버(device memory) 및 메모리(memory)를 갖는 시스템 프
로세서(system  processor)를  구비한  ATM  통신  네트워크에서  달성된다.  시스템  프로세서는 인터페이스
(interface)에서 어댑터와 결합된다. 어댑터는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어
댑터는 동시에 네트워크로 프레임을 전송하고 네트워크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한다. 
전송 동작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댑터내에 상주하고 전송 제어 레지스터에 의해 정의되는 전송 준
비 큐(transmit ready queu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한 프레임을 식별한다. 전송 프레임 완
료  리스트(transmit  frame  complete  list)는  전송  제어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시스템  메모리내에 
설정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설정된 전송 준비 큐에 따라 프레임은 어댑터에 의해 전송되도록 큐
된다. 어댑터에 의해 인터럽트가 발생되어 프레임 전송되어 완료되었다는 것을 시스템 프로세서에 표시한
다. 수신 동작에서, 수신 버퍼 리스트(receive free buffer list)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시스템 메
모리내에 설정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포인터(pointer)를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의 최종 엔트리로 유
지한다. 어댑터는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로부터 사용될 다음 버퍼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한다. 수신 준비 
리스트(receive ready list)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시스템 메모리내에 설정되고, 위치는 어댑터내
의 수신 제어 레지스터를 통해 어댑터에 표시된다. 수신 데이타 셀은 프리 버퍼 리스트로부터의 버퍼와, 
시스템 메모리내에서 프레임으로 재조립된다. 프레임의 수신 완료시, 프레임이 적절한 수신 준비 리스트
에 추가된다. 하나 이상의 완료된 프레임이 수신 준비 리스트상에 상주하는 경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전
송 동작을 시작하도록 어댑터에 의한 인터럽트가 프로세서에 발생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첨부 도면과 함께 이하 설명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보다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제1도에 있어서, 프로세서(processor)(112), 브리지(bridge)(114), 시스템 메모리(system memory)(116)를 
포함하는  퍼스널  컴퓨터(tersonal  computer)  혹은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110)은  ISA(Industry 
Standard  Architecture)  혹은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버스(118)를  통해 어댑터
(adapter)(120)에 결합되고, 어댑터(120)는 차례로 ATM 네트워크(ATM network)(122)에 결합된다. 프로세
서(112)는 운영 체제(operating system)(124),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126),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128)
와 같은 각종 저장 프로그램(stored programs)을 포함한다. 운영 체제(124)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네트워크(122)로부터 데이타를 수신하는 프로세서를 제어함으로써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프로
그램(126)을  실행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128)는  어댑터(120)를  거쳐  네트워크(122)와  시스템 메모리
(116)간 셀 및 프레임의 흐름을 제어한다. 브리지(114)는 프로세서의 속도와 시스템 메모리(116) 및 어댑
터(120)의 속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버퍼이다. 본 발명의 주 목적은 프레임이 네트워크로 전달되거나 혹은 
시스템 메모리에 수신될 때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프레임을 셀로 분할하고 셀
을 프레임으로 재조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ATM 네트워크(122)로의 데이타 
전송 및 ATM 네트워크로부터의 데이타 수신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제2도에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저장된  정보의  포맷이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시스템 메모리
(116)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후 본 명세서에 기술된다. 제2b도에서, 수신 버퍼 기술자
(200)의  리스트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저장된다.  각각의  수신  버퍼  기술자(200)는  시스템 메모리
(116)의 수신 데이타 버퍼(receive data buffer)(202)를 정의한다. 수신 버퍼 기술자(200)는 데이타 버퍼 
어드레스 필드(data buffer address field)(204), 정방향 포인터 어드레스 필드(forward pointer address 
field)(206), 데이타 버퍼 길이 필드(data buffer length field)(208), 상태 필드(status field)(210), 
및 그 밖의 다른 ATM 특정 필드를 포함한다. 수신 버퍼 기술자(200)내의 수신 데이타 버퍼 어드레스(20
4)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하는 수신 데이타 버퍼(202)를 지정한다.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212)
는 데이타 저장에 이용할 수 있는 수신 데이타 버퍼를 지정하는 수신 버퍼 기술자(200)의 연결 리스트
(linked list)이다. 이러한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212)내의 수신 버퍼 기술자(200)는 정방향 포인터 어
드레스 필드(206)를 이용하여 연결된다. 수신 준비 리스트(214)는 수신 프레임 데이타로 채워진 수신 버
퍼 기술자(200)의 연결 리스트이다. 이들은 정방향 포인터 어드레스 필드(206)를 사용해 또한 연결된다.

제2a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 프레임 기술자(250)의 리스트는 시스템 메모리내에 또한 저장된다. 각
각의  전송  프레임  기술자(250)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의  하나  이상의  전송  데이타  버퍼(252)를 
정의한다. 전송 프레임 기술자(250)는 정방향 포인터 어드레스 필드(254), 전송 완료 리스트(TCL) 정방향 
포인터(256), 몇개의 ATM 특정 필드, 데이타 버퍼 카운트 필드(data buffer count field)(258), 각각의 
연관된 전송 데이타 버퍼에 대한 전송 데이타 버퍼 어드레스 필드(260), 및 각각의 연관된 전송 데이타 
버퍼에 대한 전송 데이타 버퍼 길이 필드(262)를 포함한다. 정방향 포인터 어드레스 필드(254)는 특정한 
논리 채널에 대한 전송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TCL 정방향 포인터(256)는 전송 완
료 리스트(264)로 전송된 전송 프레임 기술자를 연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송 데이타 버퍼 
카운트(258)는 전송 프레임 기술자(250)와 연관된 전송 데이타 버퍼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각
각의 전송 데이타 버퍼 어드레스(260)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되는 전송 데이타 버퍼(252)중 하나
의 버퍼를 지정한다. 각각의 전송 데이타 버퍼 길이(262)는 연관된 전송 데이타 버퍼(252)내 바이트의 수
를 표시한다.

제3도에는 어댑터(120)가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어댑터(120)는 입력으로서 셀을 수신하고 출력으로
서 셀을 전송하기 위한 양방향 인터페이스(bidirectional interface)(301)를 통해 네트워크(122)에 결합
된다. 수신 셀은 ATOM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301), 인코더/디코더(Encoder/of 
Decoder)(ENDEC)(303),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307)를 통해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로 진
행하고, 수신된 셀은 이 제어/데이타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된다. 셀이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에 배치
되는 경우 프로세서(305)는 통지를 받는다. 그 다음,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는 메모리 
인터페이스(307), 버스 인터페이스(311)를 통해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로부터 시스템 메모리(116)(제1
도를 참조)로 셀의 이동을 개시한다. 셀을 전송하기 위해,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는 버
스 인터페이스(311),  메모리 인터페이스(307)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116)로부터 제어/데이타 메모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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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로 셀의 이동을 개시하며, 이동된 셀은 이 메모리(309)에 임시로 저장된다. 이후, 전송 셀은 메모리 인
터페이스(307), 인코더/디코더(ENDEC)(303), ATOM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301)을 통해 제어/데아타 
메모리(309)로부터 ATM 네트워크(122)로 이동된다.

제4도에는 ATM AAL1/AAL5 제어기(305)가 보다 상세히 도시되어 있다. 제어기(305)는 전송 동작을 위한 피
코프로세서(picoprocessor)(401)와 수신 동작을 위한 피코프로세서(403)를 포함한다. 또한, 제어기(305)
는 전송 제어 레지스터(405) 및 수신 제어 레지스터(407)를 포함한다. 전송 및 수신 제어 레지스터는 디
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세트되어 네트워크로부터 프레임으로 재조립된 셀을 저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및 
수신 준비 리스트로 전송될 프레임을 식별한다. 전송 준비 큐(TRQ) (제5도를 참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128)에 의해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에 설정되고 어댑터(120)를 통해 시스템 메모리(116)로부터 ATM 
네트워크(122)로 프레임을 전송함에 있어 전송 동작이 어댑터 하드웨어에 의해 수행되도록 큐된다. TRQ의 
크기 및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의 위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전송 제어 레지스터(405)에 기록
된 파라미터에 의한 초기화에서 결정된다. 2개의 전송 준비큐(T5RQ 및 T1RQ)가 존재하며, 하나는 AAL5 트
래픽용이고, 다른 하나는 AAL1 트래픽용이다. 두 큐는 동일한 구성을 가지며,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
에 모두 위치한다. 각각의 TRQ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의 위치를 정의하는 5개의 레지스터를 갖는다. 
5개의 레지스터는 베이스[제어/데이타 메모리(309)로의 오프셋], 상위, 하위 기록 포인터, 및 큐와 연관
된 판독 포인터를 정의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베이스 레지스터, 상위 레지스터, 및 하위 레지스터에 
기록함으로써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에 TRQ를 위치시킨다. 13 비트 상위 레지스터의 내용과 연결된 4 
비트 베이스 레지스터의 내용은 큐의 시작을 결정한다. 13 비트 하위 레지스터의 내용과 연결된 4 비트 
베이스 레지스터의 내용은 큐의 끝을 결정한다. 초기화시 판독 및 기록 포인터 모두는 큐의 상부를 지정
하여 큐가 비어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제1도 및 제2도를 다시 참조하면, ATM 네트워크(122)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의 처리가 기술될 것이다. 디바
이스 드라이버(128) 및 어댑터(120)의 통신은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포함된 수신 프리 리스트(212) 및 
수신 준비 리스트(RRL)에 의해 가능해진다. ATM 셀이 시스템 메모리(116)내에서 프레임으로 재조립됨에 
따라서, 데이타 버퍼 기술자가 프리 버퍼 리스트로부터 얻어지고, 이들과 연관된 버퍼가 필요에 따라 수
신된 셀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버퍼가 사용될 때, 버퍼 기술자는 완료 프레임을 포함하는 버퍼를 지
정하는 버퍼 기술자의 연결 리스트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연속적으로 연결된다. 일단 프레임이 시스템 메
모리(116)내에서  완전히  재조립되는 경우,  프레임의 제1  버퍼  기술자에 대한  포인터가 시스템 메모리
(116)내에 위치된 수신 준비 리스트(214)상에 비치된다. 프로세서(212)는 수신 준비 리스트를 서비스하기 
위해 인터럽트된다. 인터페이스 효율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하여금 단일 인터럽트에 의해 다수의 프레임
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들 데이타 구조를 사용하여 개선된다.

전송 프로세스의 단계 1을 묘사하는 제5도에는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의 TRQ 큐 엔트리의 포맷(501)
이 도시되어 있으며, 포맷은 전송 제어 레지스터(405)(제4도를 참조)에 의해 정의된다. 처음 16 비트 워
드(503)는 전송 동작이 연관된 논리 채널 번호(LC)를 포함한다. 다음 두 워드는 시스템 메모리(116)내 프
레임 기술자의 어드레스(505)를 포함한다. ATM 프레임 혹은 프레임들이 특정한 LC를 위해 전송되려할 때
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TRQ(501)가 기록된다. 두개의 전송 준비 큐(T1RQ 및 T5RQ)가 존재하며, 
하나는 AAL1 트래픽용이고, 다른 하나는 AAL5 트래픽용이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가 TRQ를 과도하게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송 제어 레지스터(405)내에 포
함되고 큐의 각각에 대해 '층만(full)' 비트를 포함하는 상태 레지스터(status register)가 폴링되어야 
한다. 상태 비트가 연관된 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자유로이 
다음 엔트리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태 레지스터가 큐가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표시하면, 디바이
스 드라이버는 '충만되지 않음(not full)' 표시가 수신될 때까지 상태를 계속적으로 폴링하여야 한다.

TRQ는 어댑터 하드웨어가 현재의 프레임을 처리하는 동안 비동기적인 전송을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다수의 프레임을 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어댑터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제6도에는 전송 프로세스의 제2단계가 묘사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 어댑터(120)는 TRQ상의 엔트리를 제
거하고, 이들의 TRQ LC 번호(503)에 기초하여 전송될 프레임의 리스트와 이들을 연결한다. 연결된 리스트
의 끝은 x'00000001'와 동일한 정방향 포인터에 의해 표시된다. 미처리된(outstanding) 전송 요구를 갖는 
각각의 ATM 논리 채널에 대해 하나의 리스트가 존재할 것이다. 제6도에는 LCx, LCy, 및 LCz로 도시된 3개
의 LC가 있다. 각각의 리스트의 제1 기술자와 연관된 프레임은 각각의 프레임으로부터 하나의 셀을 인터
리빙함으로써 동시에 전송된다. LC에 대한 프레임 전송이 완료될 때, 이 프레임에 대한 기술자는 리스트
로부터 제거된다. 방금 제거된 기술자가 최종 기술자가 아니면, 다음 연결된 기술자와 연관된 프레임의 
전송이 개시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모든 연결된 기술자와 연관된 프레임이 전송될 때까지 계속된다. 디
바이스 드라이버가 미처리된 전송 요구를 갖는 LC에 대해 엔트리를 TRQ상에 놓으면, 그러한 LC에 대해 새
로이 연결된 리스트가 발생된다. 셀과 이미 전송중인 프레임으로부터의 셀을 인터리빙시킴으로써 방금 연
결된 프레임이 전송될 것이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현재 전송중인 LC에 대해 전송 요구를 TRQ상에 배치
하면, 그러한 요구는 LC와 연관된 리스트에 연결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송될 것이다.

제7도에는 전송 프로세스의 제3단계가 묘사되어 있다. 제7도에서, 논리 채널 LC X, LC Y, 및 LC Z에 대한 
전송 완료 리스트를 형성하도록 기술자가 연결된다. 시스템은 처리된 최종 전송 프레임 기술자의 어드레
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어댑터(120)는 새로이 전송된 프레임 기술자 어드레스에 의해 전송된 최종 프레임
의 TCL 정방향 포인터를 갱신한다. 프레임은 LC X, LC Y, LC X, 및 LC Z의 순서로 전송된다. 프레임 기술
자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되고, TCL은 프레임이 전송됨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116)내의 어댑터
(120)에 의해 구축된다. 초기화시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최종 서비스된 프레임 기술자의 시스템 메
모리(116)내의 어드레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전송 제어 레지스터(405)(제4도를 참조)내에 위치된 
TCL-최종 프레임 데이타 어드레스(LFDA) 레지스터가 기록된다. 이러한 기술자는 '시동을 가하기 위해' 사

용되는 더미 어드레스(dummy address)이다. 어댑터가 프레임의 전송을 완료함에 따라서, 새로이 완료된 
프레임 기술자가 프레임 기술자내에 위치된 전송 완료 리스트 정방향 포인터 필드를 사용하여 전송 완료 
리스트에 연결된다. 정방향 포인터의 최하위 비트를 이진 '1'로 세트되도록 기록함으로써 연결 리스트의 
끝이 표시된다. 어댑터가 전송 완료 리스트에 추가됨에 따라서, TCL-LFDA의 내용은 추가된 최종 엔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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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에 의해 갱신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최정적으로 처리된 엔트리의 포인터를 유
지한다. 어댑터는 새로이 연결된 프레임의 최종 프레임 기술자에 대한 TCL 정방향 포인터를 '00000001'X
로 세트하여 TCL의 종료를 표시할 것이다. 정방향 포인터가 '00000001'X와 동일한 경우 시스템은 언제TCL
의 끝에 도달했는지를 알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잇점은 기술자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TCL이 형성된되
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송 완료 리스트를 지나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또한 어댑터 하드웨어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사이에 비동기 인터페이스
(asynchronous interface)를 제공한다. 다수의 프레임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서비스가 요구되기 전에 전송
을 완료하고, 큐될 수 있다.

제8도를 참조하면, ATM 네트워크(122)로부터 셀을 수신하는 프로세스와 연관된 2개의 엔티티가 있다. 이
들 엔티티는 제2도의 시스템 메모리(116)내의 프리 버퍼 리스트(212)와 수신 준비 리스트(214)이다. 디바
이스 드라이버와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 모두에 의해 프리 버퍼 리스트가 유지된다. 디
바이스 드라이버의 역할은 버퍼 기술자내에 위치되는 정방향 포인터를 사용하여 초기화시 프리 버퍼 기술
자의 연결 리스트를 구축하고, 리스트상의 최종 엔트리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포인터는 
추가적인 버퍼를 리스트에 추가하거나 혹은 수신 프레임을 처리한 후 버퍼를 리스트로 복귀시키는 경우 
사용된다. 버퍼가 복귀되거나 혹은 추가됨에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항상 최종 엔트리를 지정하도
록 포인터를 갱신하여야 한다.

프리 버퍼 리스트를 유지함에 있어서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제3도를 참조)의 역할은 리
스트 시작의 어드레스의 카피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드레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초기화되
는 수신 제어 레지스터(407)(제4도를 참조)내의 프리 버퍼 리스트(SRFL) 레지스터(408)의 처음에 위치된
다. 데이타가 시스템 메모리(116)에 기록될 때, 어댑터(120)는 프리 리스트로부터 버퍼를 제거하고, 버퍼 
기술자로부터 정방향 포인터를 SRFL로 카피함으로써 SRFL 레지스터를 갱신한다. 따라서, SRFL은 항상 프
리 버퍼 리스트상의 다음 엔트리의 어드레스를 항상 포함한다.

프리 버퍼 리스트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트상의 최종 엔트리의 정방향 포인터는 이진 '1'으로 세트
된 비트 0을 갖는다. 어댑터(120)는 이러한 값에 대한 체크를 하여 이 값이 발견되는 경우 프로세서(12)
에 인터럽트를 발생하여 프리 리스트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표시한다. 리스트상의 최종 버퍼는 수신된 데
이타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버퍼들이 복귀되거나 혹은 추가될 때 추가적인 버퍼에 연쇄
점(chaining point)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리 버퍼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프리  버퍼  리스트는  디바이스  드라이버(128)와  어댑터(120)간에  공유되며,  동시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128)는 리스트의 꼬리(tail)를 추적하고, 어댑터(120)는 리스트의 머리(head)를 추적한다.

프리 버퍼 리스트가 고갈되는 경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리스트의 끝'이 시스템 메모리(116)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SRFL 레지스터를 판독
할 필요가 있다. 프리 버퍼 리스트는 단지 단위 프레임 베이스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입에 의해 어댑
터와 시스템 메모리간에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제9도를 참조하면, 수신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제2 엔티티는 수신 준비 리스트(214)(제2도를 참조)이다. 
수신 준비 리스트는 디바이스 드라이버(128)에 의해 설정되고,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된다. 셀이 
ATM 네트워크(122)로부터 수신되고 프리 버퍼 리스트로부터 얻어진 버퍼내에 배치됨에 따라서, 연관된 버
퍼 기술자는 완전한 프레임이 시스템 메모리(116)내에서 조립될 때까지 서로 연결된다. 프레임이 일단 조
립되면, 프레임과 연관된 버퍼 기술자는 제9도에 도시되어 있는 8개의 수신 준비 리스트 RRLO-RRL7중 하
나에 연결된다. 프레임이 시스템 메모리(116)내에서 조립되었다는 사실은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
어기(305)내에 위치한 시스템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1015)(제10도를 참조)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드라이
버로 전달된다. 시스템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1015)는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에 의해 
유지되는 8개의 수신 준비 리스트 RRLO-RRL7의 각각에 대한 상태 비트(status bit)를 포함한다. 다수의 
수신 준비 리스트를 가짐으로써,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LCs에 우선순위를 할당할 수 있다.

일단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시스템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415)를 판독하고, 프레임이 ATM 네트워크(12
2)로부터 수신되고 수신 준비 리스트중 하나의 리스트상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디바이스 드라이
버는 수신 준비 리스트를 통해 전파하고, 리스트가 RRL의 끝에 이를 때까지 전체 프레임을 처리한다. RRL
은 버퍼 기술자내의 정방향 포인터 어드레스 필드의 비트 0이 이진 '1'와 동일한 경우 끝이난다. (유효 
어드레스는 4 바이트 경계상에 위치된다.) RRL의 끝에 도달하는 경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시스템 메모
리(116)의 수신 준비 리스트를 위해 처리된 최종적으로 수신된 버퍼 기술자의 어드레스를 유지할 것이다.

시스템 메모리(116)내의 버퍼가 해제됨에 따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128)는 수신 프리 리스트(RFL)를 갱
신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또한 추가되고 있는 기술자의 리스트중 처음 리스트를 지정하도록 수신 프
리 리스트의 끝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자(기술자는 한번에 하나 혹은 한번에 여럿이 RFL에 추가될 수
도 있다)의 정방향 포인터를 갱신한다. 리스트내의 최종적으로 추가된 기술자는 리스트의 끝을 표시하는 
정방향 포인터(즉, 이진 '1'로 세트된 비트 0을 갖는 정방향 포인터)를 가져야 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각각의 수신 준비 리스트상의 제1 엔트리에 대한 포인터를 관리하고 갱신하여야 한
다. 이러한 포인터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된다. 포인터는 이전 인터럽트의 결과로서 처리되는 최
종 버퍼 기술자 어드레스(LBDA)를 표시한다. 이러한 값은 연관된 RRL에 대해 다음 인터럽트가 수신될 때, 
어느 기술자가 처리를 개시할 지를 판단한다. 이진 '1'로 세트된 비트 0을 갖는 정방향 포인터를 갖는 기
술자가 도달할 때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RRL상의 엔트리를 계속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RRL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태를 갖는 다음 인터럽트가 수신될 때까지 기술자의 처리가 중
지된다.

제9도에는 수신 준비 리스트 포인터의 시스템 초기화 프로세스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8개의 수신된 버퍼 
리스트(RRL0-7)에 대한 포인터로서 시스템 메모리내에 위치된 포인터는 버퍼 기술자의 어드레스를 갖도록 
초기화된다. 이들 버퍼 기술자내에 위치한 정방향 포인터는 '00000001' x로 세트된다. 어댑터(120)에서, 
수신 제어 레지스터(407)내의 레지스터 RRL0-RRL7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이들과 동일한 어드레스 
값으로 또한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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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는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된 8개의 수신된 준비 리스트중 
하나를 사용하여 완료 프레임이 재조립되었다는 것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통지한다. 이들 리스트는 연관
된 버퍼가 수신된 프레임을 포함하는 수신 버퍼 기술자의 연결 리스트로 구성된다. 수신된 프레임과 연관
된 체인의 제1 기술자는 프레임의 상태 및 길이를 포함한다. 리스트내 각각의 기술자는 이진 '1'로 세트
된 비트 0을 갖는 포인터가 도달될 때까지 다음 기술자에 대해 지정하고, 이것은 체인의 끝을 표시한다
(제10도를 참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처리되길 기다리는 다수의 수신 프레임은 서로 연결될 수 있
다. 시스템 메모리(116)내의 8개의 수신된 준비 리스트는 수신된 프레임의 상태를 포함하는 8개의 상태 
큐를 형성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이들 8개 리스트가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8개의 수신 준비 리스트의 각각의 최종적으로 처리된 엔트리에 대한 포인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유지된다. ATM 및 AAL1/AAL5 프로세스 제어기(305)에 의해 유지된 수신된 준비 리스트 레지스터는 어댑터
에 의해 각각의 리스트에 추가되는 최종 엔트리의 어드레스를 포함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버퍼 기술
자의 어드레스로 수신 준비 리스트 레지스터 및 자신의 카피를 초기화할 것이다. 초기화시에, 이들 기술
자는 자신들의 정방향 포인터가 '00000001'x로 세트됨으로써 빈 버퍼(empty buffer)를 지정한다. 이들 처
음 8개의 버퍼는 어댑터(120)에 의해 데이타 저장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기술자 어드레스는 단
지 '시동을 가하고' 제1수신 프레임 기술자를 연결하는 경우 어댑터(120)가 사용할 수 있는 개시 기술자 
어드레스(starting descriptor address)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엔트리를 수신 준비 리스트중 하나의 리스트에 더하기 위해, 어댑터는 연관된 수신 준비 리스트 레지스터
를 사용하여 리스트상에 최종 엔트리를 위치시키고, 수신 프레임의 제1 기술자를 지정하도록 그러한 엔트
리의 정방향 포인터를 변경시키며, 체인의 최종 기술자의 정방향 포인터를 '00000001'x로 세트시킨다. 정
방향 포인터의 비트 0은 체인의 끝을 표시하는 이진 '1'로 세트된다. 이 프레임과 연관된 중간 기술자는 
프레임이 재조립됨에 따라 이들의 정방향 포인터를 사용하여 연결된다. 어댑터가 수신된 프레임 기술자를 
8개의 수신된 준비 리스트중 하나의 리스트에 연결한 후, 어댑터는 시스템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415)
내에 비트를 세트하여 수신된 프레임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시스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다. 수신 준비 리스트의 선택은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에 저장된 논리 채널 테이블(도시되지 않음)내
에 포함된 필드에 기초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완료 프레임이 어댑터(120)로부터 시스템 메모리(116)로 전송된 경우 인터럽트된다. 
완료 프레임은 하나 이상의 수신 버퍼로 구성된다. 다수의 수신 버퍼가 완료 프레임을 위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댑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포함전에 버퍼 기술자의 정방향 포인터를 사용하여 완료 프레
임용 수신 버퍼를 연결할 것이다.

제10도 및 제11도를 참조하면,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해 시스템 및 어댑터에서 발생하는 수신 프로세스가 
도시되어 있다. 단계 1에서, 프레임은 시스템 메모리(116)내에 위치된 버퍼내에 저장되고, 각각의 버퍼는 
길이, 어드레스, 상태 및 다음 버퍼에 대한 포인터를 표시하는 기술자에 의해 식별된다. 어플리케이션 프
레임이 완료되는 경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수신 준비 리스트에 대해 처리된 최종 전송 프레임 기술자의 
어드레스를 유지한다. 단계 2에서, 어댑터는 '00000001'X와 동일한 새로이 연결된 프레임의 최종 수신 버
퍼  기술자에  대한  정방향  포인터를  세트하여  수신  준비  리스트의  끝을  표시한다.  정방향  포인터가 
'00000001'X이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수신된 준비 리스트의 끝이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안다. 단계 3에
서, 어댑터는 완료된 프레임을 위한 제1 프레임 기술자 어드레스를 최종 수신 버퍼 기술자의 정방향 포인
터 어드레스에 기록함으로써 새로이 위치된 프레임을 갖는 연결을 생성한다. 단계 4에서, 어댑터는 시스
템 인터럽트를 위해 레지스터(415)내의 수신 준비 리스트 비트를 활성화시킨다. 단계 5에서, 디바이스 드
라이버는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어느 수신 준비 리스트가 완료된 프레임을 갖는지 알게되는 경우 레지스
터(415)를 판독한다. 단계 6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모든 완료된 프레임을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위해 
어댑터(120)내 제어/데이타 메모리(309)내의 전송 완료 버퍼(도시되지 않음)로 모든 완료된 프레임을 전
송한다. 단계 7에서, 정방향 포인터 비트 0이 이진 '1'인 경우 드라이버는 수신 준비 리스트의 끝에 도달
한 때를 알 것이다. 단계 8에서, 드라이버는 수신 준비 리스트를 위해 처리된 최종 수신 버퍼 기술자의 
어드레스를 유지한다.

제12도를 참조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어댑터에서 실행된 수신 프로세스가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
다. 단계(1201)에서, 시스템이 네트워크로부터 셀을 수신하기 위해 초기화되고, 시스템 프로세서는 시스
템 메모리내의 프리 버퍼에 대한 기술자의 연결 리스트를 구축한다. 각각의 버퍼 기술자는 정방향 포인터
를 통해 다음으로 연결된다. 드라이버는 리스트의 끝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고, 제1 버퍼 기술자의 어드
레스를 어댑터 제어/데이타 프로세서(403)내의 개시 프리 리스트 레지스터(SRFL)에 기록한다. 어댑터가 
단계(1203)에서 네트워크(122)로부터 ATM 셀을 수신한 경우, 어댑터는 셀이 프레임의 첫번째 셀인지 혹은 
현재의  시스템  버퍼가  단계(1205)에서  가득  찼는지를  판단한다.  '아니오'인  경우,  이후  수행될 단계
(1217)에 앞서 프리 버퍼 리스트(212)(제2도를 참조)내의 제1 기술자에 의해 정의되는 시스템 버퍼에 셀
을 배치한다. '예'인 경우, 단계(1207)에서, SRFL내의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시스템 메모리에 다음 프리 
버퍼의 어드레스를 위치시킨다. 단계(1209)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버퍼가 프리 버퍼 리스트상에 최종
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예'인 경우, 단계(1211)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셀을 포기하도록 통지
받는다. '아니오'인 경우, 단계(1213)에서 SFRL이 방금 획득된 버퍼로부터의 포인터에 의해 갱신된다. 단
계(1215)에서, 어댑터(120)는 수신된 셀이 첫번째 셀인지를 판단하고, 첫번째 셀이 아닌 경우, 방금 완료
된  기술자의  정방향  포인터가  방금  획득된  기술자의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에  의해  갱신되고, 단계
(1217)에서 셀은 기술자에 의해 정의된 버퍼에 배치된다. 단계(1219)에서 최종 셀이 어댑터에 의해 식별
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반복된다. 단계(1221)에서 어댑터는 셀과 관련된 논리 채널과 연관된 수신 준비 리
스트에 대한 제어/데이타 메모리를 식별한다. 단계(1223)에서 어댑터는 수신된 준비 리스트 레지스터의 
내용에 의해 지정된 기술자를 갱신하여 현재의 수신된 프레임의 제1 기술자를 지정함으로써 방금 수신된 
프레임을 수신된 준비 리스트와 연결한다. 단계(1225)에서 수신된 준비 리스트 레지스터(407)는 어댑터에 
의해 갱신되어 방금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최종 버퍼 기술자를 지정하고, 단계(1225)에서, 프로세스는 네
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다음 셀을 처리하기 위해 단계(1203)로 복귀한다.

제13도를 참조하면, 전송 프로세스는 프레임을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어댑터내
에 기술되어 있다. 초기에, 단계(1312)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a)전송 제어 레지스터(405)를 초기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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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b)TRQ- TOP, TRQ- BOT, TRQ- RD, TRQ- WRT,  및 TRQ- BASE  레지스터에 의해 정의되는 제어/데이타 메모리

(309)내에 전송 준비 큐(TRQ)를 설정하며, (c)시스템 메모리내의 전송 완료 리스트의 끝을 표시하는 전송 
완료 최종 프리 기술자 어드레스를 기록하고, (d)TRQ 기록 포인터는 빈 큐를 표시하는 TRQ 판독 포인터와 
동일하게 세트시킨다. 단계(1314)에서 드라이버는 전송을 위해 프레임이 준비되었는 지를 결정한다. '아
니오'인 경우, 전송을 위한 프레임 준비를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된다. '예'인 
경우, 단계(1316)에서 프레임이 전송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TRQ가 찼
는지를 판단한다. 그후, 단계(1318)에서 드라이버는 전송 요구를 TRQ로 전송하고, 단계(1320)에서 TRQ 기
록 포인터를 증가시킨다. 단계(1322)에서 어댑터는 TRQ를 감시하여 전송 기록 포인터가 TRQ(405)내의 전
송 판독 포인터와 동일한 때를 판단한다. 단계(1324)에서, 어댑터는 시스템 메모리(116)로 부터 준비 프
레임을 획득하고, 프레임을 ATM 네트워크(122)로 전송한다. 단계(1326)에서, 어댑터는 방금 전송된 프레
임 기술자의 어드레스를 기술자와 전송 완료 리스트를 연결하는 전송 완료 리스트 포인터 최종 프리 기술
자 어드레스(TCL-LFDA)에 의해 지정되는 기술자의 정방향 포인터에 둔다. 단계(1328)에서, 어댑터는 방금 

전송된 기술자 어드레스의 어드레스를 갖는 TCL-LFDA 레지스터를 갱신하고, 단계(1322)에서 다음 프레임 

전송 시퀀스를 개시하기 위해 전송 준비 큐 판독 포인터를 증가시킨다.

요약해서, 프레임이 네트워크로 전송되거나 혹은 시스템에 수신될 때까지 프레임을 셀로 분할하고 셀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재조립시킴으로써,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고
속 다중화 ATM 네트워크상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수신 준비 리스트 및 전송 준비 큐를 사용함
으로써,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단일 인터럽트로 다수의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송 준비 큐를 
사용한 어댑터에 의해 프레임이 전송되는 동안 프레임은 수신 준비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 어댑터에 
의해 갱신되는 프리 버퍼 리스트에 따라서 프레임이 전송됨에 따라 시스템 메모리가 클리어된다. 기술자
를 사용하여 셀 및 프레임을 처리함으로써 시스템 메모리에서 파티션에 대한 필요성이 제거된다.

비록 본 발명이 몇몇 특정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기술되었지만, 이러한 기술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지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각종 변형실시예가 본 발명의 사상이나 범
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어댑터가 동시에 상이한 데이타 소스로 부터의 셀을 수신하고 동시에 다수의 프레임을 
전송하면서도 ATM 시스템내의 어댑터와 디바이스 드라이버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프레
임 레벨에서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ATM 시스템내의 어댑터와 디바이스 드라이버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이 이루어진다. 또한, 분할 및 재조립 프로세스가 본질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독립적인 ATM 시스템
내의 어댑터/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에서 프레임을 셀로 분할하고, 동시에 셀을 프레임으로 재조립
하는 것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바이스 드라이버(a device driver)를 포함하는 시스템 프로세서(a system processor), 시스템 메모리(a 
system memory) 및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터페이스(an interface)에서 
서로 결합된 어댑터(an adapter)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an ATM communications network)에 있어
서, a)상기 어댑터내에 포함된 어댑터 프로세서(adater processor) 및 제어 메모리(control memory) 수단
과, b)상기 제어 메모리내에서 전송 및 수신 제어 레지스터를 설정하는 수단과, c)시스템 메모리내에서 
수신된 준비 리스트(received ready list)상에 프레임으로서 저장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타 
셀(data cell)을 수신하는 수단과, d)상기 제어 메모리내에서 전송 준비 큐(a transmit ready queue : 
TRQ)를 설정하는 수단-상기 TRQ는 수신된 준비 리스트상의 전송 프레임을 식별한다-과, e)시스템 메모리
내에서 전송 완료 리스트(a transmit complete list : TCL)를 설정하는 수단과, f)프레임 전송 완료를 표
시하고 상기 TCL을 갱신하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데이타 셀을 저장하기 위해 시스템 메모리내에서 수신 버
퍼를 식별하는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 (a receive free burrer list)를 설정하는 수단과, b)상기 수신 프
리 버퍼 리스트의 시작을 가리키는 수단과, c)상기 프리 버퍼 리스트의 끝을 표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
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완료된 프레임에 대한 버퍼 기술자를 포함하는 수신 준비 리스트를 설정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완료된 프레임이 상기 수신된 준비 리스트상에 상주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준비 큐는 상위 어드레스(a top address), 하위 어드레스(bottom address), 
기록 포인터(a write pointer), 판독 포인터(a read pointer)를 갖는 베이스 레지스터(a base register)
에 의해 상기 제어 메모리내에 정의되는 ATM 통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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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어댑터 프로세서는 상기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위해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데이
타를 검색하는 전송 서브-프로세서(a transmit sub-processor)와 상기 시스템 메모리로 데이타를 전송하
기  위한  수신  서브-프로세서(a  receive  sub-processor  transferring  data)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메모리내에 프리 버퍼 리스트 레지스터의 개시 및 다수의 수신 제어 레지스터
를 더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내에 위치된 수신 프리 버퍼 리스트 및 프리 버퍼 리스트 포인터의 끝을 
더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는 상기 네트워크로 전송할 준비가 된 프레임의 시스템 메모리내에서의 버
퍼 위치를 식별하는 전송 프레임 기술자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시스템 메모리는 수신 버퍼 위치를 위한 수신 버퍼 기술자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
크.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제어 메모리내에 프레임 어드레스 및 기술자를 TRQ 엔트리와 관련시키기 위한 논리 채
널 번호 테이블(a logical channel number table)을 더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준비 큐는 상기 네트워크로의 전송을 위해 시스템 메모리내에 저장된 프레임
의 엔트리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의 수신 준비 리스트 비트(a receive ready list bit)가 세트되는 경우 
상기 프로세서에 인터럽트를 개시하는 상기 제어 메모리내의 시스템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a  system 
interrupt status register)를 더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4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시스템 프로세서, 시스템 메모리 및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결합된 어댑터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처리 성
능 및 메모리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상기 어댑터내의 전송 제어 레지스
터를 초기화하는 단계와, b)상기 전송 제어 레지스터에 의해 정의된 전송 준비 큐(TRQ)를 설정하는 단계
와, c)시스템 메모리내에서 전송 완료 리스트의 끝을 표시하는 전송 완료 최종 프리 기술자 어드레스(a 
transmit complete last free descriptor address)를 기록하는 단계와, d)상기 TRQ내의 빈 큐를 표시하는 
TRQ 판독 포인터(a TRQ read pointer)와 동일하게 TRQ 기록 포인터(a TRQ write pointer)를 세트시키는 
단계와, e)시스템 메모리내에서 프레임이 전송될 준비가 된 때를 판단하는 단계-'아니오'인 경우 프레임
이 전송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기 시스템 프로세서에 의한 감시를 계속하고, '예'인 경우 프레
임이 전송될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한다-와, f)상기 TRQ가 전부 채워졌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g)전송 요
구(a transmit request)를 상기 TRQ로 전송하는 단계와, h)상기 전송 기록 포인터가 상기 전송 판독 포인
터와 동일한 때를 판단하기 위해 상기 어댑터가 상기 TRQ를 감시하는 동안 상기 TRQ 기록 포인터를 증가
시키는 단계와, i)상기 시스템 메모리로부터 준비 프레임(a ready frame)을 획득하는 단계와, j)상기 준
비 프레임을 상기 통신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 증진 방
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a)상기 전송 완료 리스트 포인터 최종 프리 기술자 어드레스( TCL-LFDA) 레지스터에 의
해 지정되는 상기 기술자의 상기 정방향 포인터로 방금 전송된 프레임 기술자의 상기 어드레스를 배치하
는 단계와, b)상기 기술자를 상기 전송 완료 리스트에 연결하는 단계와, c)상기 방금 전송된 기술자 어드
레스의  상기  어드레스에  의해  전송  완료  리스트  최종  프리  기술자  어드레스  레지스터(a  transmit 
complete list-last free decriptor)를 갱신하는 단계와, d)상기 통신 네트워크로 상기 다음 프레임 전송 
시퀀스를 개시하기 위해 상기 전송 준비 큐 판독 포인터를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 증진 방법.

청구항 16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는 시스템 프로세서, 시스템 메모리 및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결합된 어댑터를 포함하는 ATM 통신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처리 성
능 및 메모리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시스템 메모리내에서 프리 버퍼에 
대해  정방향  포인터를  통해  다음  버퍼  기술자에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기술자의  리스트를  구축하는 
단계와, b)상기 시스템 프로세서내에서 상기 리스트의 상기 끝에 대한 포인터(a pointer)를 유지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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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c)상기 어댑터내의 프리 리스트 레지스터의 개시부(SRFL)에 상기 제1 버퍼 기술자의 상기 어드레스
를 기록하는 단계와, d)상기 네트워크로부터 ATM 셀(an  ATM cell)을 수신하는 단계와, e)상기 셀이 프레
임의 제1 셀인지 혹은 현재의 시스템이 전부 채워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아니오'인 경우 시스템 버
퍼에 상기 셀을 배치하고, '예'인 경우 상기 SRFL내의 상기 어드레스를 사용하여 상기 시스템 메모리내에 
다음 프리 버퍼의 상기 어드레스를 위치시킨다-와, f)상기 버퍼가 상기 프리 버퍼 리스트상의 최종 버퍼
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예'인 경우 시스템 프로세서에 통지하고 상기 셀을 포기하며, '아니오'인 경우 상
기 방금 획득된 버퍼로부터의 상기 포인터에 의해 상기 SRFL을 갱신한다-와, g)상기 수신된 셀이 제1 셀
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제1 셀이 아닌 경우, 상기 방금 획득된 기술자의 상기 시스템 메모리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방금 완료된 기술자의 상기 정방향 포인터를 갱신하고 상기 기술자에 의해 정의된 상기 버퍼에 
상기 셀을 배치한다-와, h)상기 최종 셀이 식별될 때까지 단계(a-g)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 증진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a)상기 셀과 관련된 논리 채널(a logical channel)과 연관된 상기 수신된 준비 리스트
에 대해 상기 어댑터내의 제어 메모리(a control memory)를 액세스하는 단계와, b)상기 수신된 준비 리스
트 레지스터의 내용에 의해 지정된 상기 기술자를 상기 현재의 수신된 프레임의 상기 제1 기술자를 지정
하도록 갱신하는 단계와, c)상기 방금 수신된 프레임과 상기 수신된 준비 리스트를 연결하는 단계와, d)
상기 방금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상기 최종 버퍼 기술자를 지정하도록 상기 수신된 준비 리스트를 갱신하
는 단계와, e)상기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된 다음 셀을 처리하기 위해 단계 a)로 복귀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시스템 처리 성능 및 메모리 이용 증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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