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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송신 단말기와 수신 단말기가 공유하고, 상기 대역폭 제한에 따라 프레임의 전송 시간을 달리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에 관한 발명을 개시한다. 비교부는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되는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

운트하고, 상기 카운트 정보와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정보를 발생시키고,

포즈 프레임부는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

고,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며, 프레임 전송부는 상기 생성된 포

즈 프레임을 제 1 포트에 제공한다.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양 단말기가 공유하므로, 프레임의 플로 제어가 효율적으

로 수행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프레임, 플로 제어, FRAME, 대역폭, BANDWIDTH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수신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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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비교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과정 및 상기 프레임 플로 제어에 따라 프레임을 전송하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송신 단말기와 수신 단말기가 공유하고, 상기 대역폭 제한에 따라 프레임의 전송 시간을 달리하는 프레임 플로 제

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특정 포트의 대역폭이 제한되고, 상기 특정 포트로 상기 제한된 대역폭 이상의 프레임이

제공된 경우,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해당하는 프레임만을 수신하고, 나머지 프레임은 폐기하거나 상기 송신 단말기에 전송

하는 프레임의 양을 줄이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프레임이 제공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프레임이

프레임 제어 장치에 쌓이게 되고, 그 결과, 프레임 제어 장치는 송신 단말기에 계속하여 플로 제어를 요청해야 하는 문제점

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상기 대역폭 제한에 따라 상기 전송 프레임의 축적 없이 상기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 제

어 장치 및 상기 대역폭 제한에 따라 상기 전송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 전송 장치가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레임 전송 길이에 상응하여 아이들 시간을 변화시키고, 상기 변화된 아이들 시간을 이용하여 데

이터 프레임의 전송 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목적 프레임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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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제 1 포트로부

터 제공되는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고, 상기 카운트 정보와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대역폭 정

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비교 정보를 발생시키는 비교부;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

역폭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포즈 프레임부; 및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을 제 1 포트에 제공하는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한다. 상기 M은 64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포즈 프

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프레임 수신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 수신부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 프레임 수신부;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포즈 프레임

수신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상기 대역폭을 제한하고,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대역폭 제한부; 및 상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대역폭 정보 저장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한다.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는 프레임 카운터; 및 상기

프레임 카운트 정보와 상기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는 대역폭 비교부를 포함한다. 상기 포즈 프레임부는,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지연 시간 계산부; 및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포즈 프레임 생성부를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 전송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포즈 프레임 전송

부; 및 제 2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포즈 프레임 포맷은 IEEE 802.3X에 의해 표준화된 포즈 프레임에 있어서, 리저브드 구간(reserved field)은, 지

연 시간에 대한 서비스 인식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제 1 제어 워드 구간; 및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

에 상응하는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제 2 제어 워드 구간을 포함한다. 상기 제 2 제어 워드 구간은,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2바이트로 기록하고 있다.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장치는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제 2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포즈 프레임 수신부;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

지는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포즈 프레임부; 및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

에 제공하고,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장치는 대

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는 대역폭 정보 저장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M은 64일 수 있

다.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한다. 상기 포즈 프레임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인식하는 포즈 프레임

인식부; 상기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프레임 지연 시간 계산부; 및 상기 포즈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는 대역폭 정보 추출부를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 전송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

에 제공하는 포즈 프레임 전송부; 및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

한다. 상기 프레임 전송부는, 특정 목적 정보를 가지는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목적 프레임 전송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목적 프레임 전송부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 전송 후 상기 아이들 시간 경과 전에 상기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은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되는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는 단계; 상기 카운트

정보와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

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정보를 가

지는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을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M은 64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은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

다. 또한,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은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은 상기 대역폭을 제한하는 단계;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

여 변화한다.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포즈 프레임이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서비스 인식 정보를 기록하

고 있는 제 1 제어 워드 구간; 및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제 2 제어 워드 구간을 포함한다.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제어 워드 구간이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2바이트로 기록하고 있다.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방법은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제 2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포즈 프레임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 시

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

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방법은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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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M은

64일 수 있다. 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지연 시간이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한다.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방법은

특정 목적 정보를 가지는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

트에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 전송 후 상기 아이들 시간 경과 전에 상기 목적 프레임을 전송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프레임 수신부(10), 대역폭 제한부(20), 대역폭 제한 저장부(30), 비교부(40),

포즈 프레임부(50) 및 프레임 전송부(60)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이더넷 스위치이다.

프레임 수신부(10)는 제 1 데이터 프레임 및 포즈 프레임을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한다. 즉, 프레임 수신부(10)는 상대 단말

기로부터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수신한다.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가 포함된 프레임이

며,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제 2 포트로 전송되는 프레임이다. 상기 포즈 프레임 수신에 대하여는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

하여 상술하겠다.

대역폭 제한부(20)는 특정 포트의 대역폭(bandwidth)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100Mbps 이더넷 스위치에서, 서비스 제공

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상기 특정 포트의 상기 대역폭이 10Mbps로 제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상기 특정

포트를 통하여 최대 10Mbps에 해당하는 데이터 프레임만이 송수신된다. 상기 대역폭 제한은 서비스 초기에 설정될 수 있

고,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협상에 의해 서비스 중간에 설정될 수도 있다.

대역폭 제한 저장부(30)는 상기 특정 포트의 상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비교부(40)는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고, 상기 카운트 정보와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비교 정보를 발생시킨다. 상세하게는, 비교부(40)는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고, 상기 카운트 값과 상기 제한된 대역폭을 비교한다.

그 결과,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제한된 대역폭을 초과하면, 프레임 플로 제어가 수행된다.

포즈 프레임부(50)는 프레임 플로 제어를 위해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 프레임의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

세하게는, 포즈 프레임부(50)는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제한된 대역폭을 초과한 경우, 상기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계

산된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기 M은 64이다. 이에 대한 설명

은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술하겠다.

프레임 전송부(60)는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에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부

(60)는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 및 제 2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에 제공한다. 상기 제 2 데이터 프레임은 상기 제

1 포트 외의 포트로부터 상기 제 1 포트로 전송되는 프레임이다.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가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상응하는 상기 지연 시간을 가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에 전송하므로, 상기 제 1 포트를 가지는 단말기는 상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상대방

단말기는 상기 대역폭 제한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상

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상기 상대방 단말기에 제공하므로, 종래의 기술보다 프레임의 손실(loss) 등을 줄일 수 있

고, 프레임 플로 제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수신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프레임 수신부(10)는 포즈 프레임 수신부(100) 및 데이터 프레임 수신부(120)를 포함한다.

포즈 프레임 수신부(100)는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수신한다. 상기 포즈 프레임은 상기 제 2 포

트로부터 상기 제 1 포트로 제공된 포즈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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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프레임 수신부(120)는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제 1 데이터 프레

임을 제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비교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비교부(40)는 프레임 카운터(200) 및 대역폭 비교부(220)를 포함한다.

프레임 카운터(200)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한다. 즉, 프레임 카운터(200)는 제공되는 상기 제 1 데이

터 프레임의 초당 비트율(bit/s)을 카운트한다.

대역폭 비교부(220)는 상기 카운트 정보와 상기 대역폭 정보를 비교한다. 상세하게는, 대역폭 비교부(220)는 상기 제 1 포

트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초당 비트율이 상기 제한된 대역폭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후, 대역폭 비교부(220)는 상기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도 4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포즈 프레임부(50)는 지연 시간 계산부(300) 및 포즈 프레임 생성부(320)를 포함한다.

지연 시간 계산부(300)는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상기 지연

시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0Mbps 이더넷 스위치에서, 상기 제 2 포트의 대역폭을 10Mbps로 설정하고, 상기 M을 64

로 가정하자. 이 경우, 상기 제 2 포트로 수신할 수 있는 프레임은 링크(link)의 최대 대역폭의 10%이므로, 상기 지연 시간

은 64×10바이트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64×10바이트에 해당하는 시간은 상대방 단말기가 64바이트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할 경우, 상기 64 바이트 프레임을 전송하고, 그런 후 상기 64 바이트 프레임의 전송 시

간의 9배에 해당하는 시간(이하 "아이들 시간"라 함)을 소요한 후 다음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한다는 의미이다.

즉, 상기 대역폭 제한이 설정될 경우, 상기 프레임의 전송 시간이 상기 대역폭 제한에 상응하여 지연된다. 그 결과, 상기 제

한된 대역폭에 상응하는 상기 프레임만이 상기 상대방 단말기로부터 전송된다. 그러므로, 상기 제 2 포트를 가지는 단말기

는 상기 제한된 대역폭을 초과하는 상기 프레임을 폐기하지 않고 프레임의 플로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초과하는 프

레임이 상기 제 2 포트를 가지는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메모리의 용량이 큰 상기 상대방 단말기에 저장되는

효과가 있다.

도 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b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포즈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IEEE 802.3X에 의해 표준화된 프레임을 이용하여 생성된 프레임

이다. IEEE 802.3X에 의해 표준화된 포즈 프레임은 프리앰블(preamble, 이하 "PA"라 함), SFD(start of frame

delimiter),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 이하 "DA"라 함), 소스 주소(source address, 이하 "SA"라 함), LENGTH/

TYPE, MAC Control Opcode, Opcode Parameters, 리저브드(reserved), FCS(frame check sequence)를 포함한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포즈 프레임은 제 1 제어 워드 구간 및 제 2 제어 워드 구간을 가지는 상기 리저브드

구간(reserved field)을 포함한다. 상기 제 1 제어 워드 구간은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서비스 인식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즉, 상기 제 1 제어 워드 구간은 상기 제 2 제어 워드 구간이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정보를 기록하

고 있다. 상기 제 2 제어 워드 구간은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2바이트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는 이더넷 스위치이다. 이더넷 스위치에 사용되는 상기 프레임의 최대 길이는 1518바

이트이므로, 1518바이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기 포즈 프레임에 기록하기 위해 2바이트가 요구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프레임 전송부(60)는 포즈 프레임 전송부(400) 및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420)를 포함한다.

포즈 프레임 전송부(400)는 포즈 프레임 생성부(320)로부터 생성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에 전송한다.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420)는 상기 제 2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에 전송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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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장치는 포즈 프레임 수신부(500), 포즈 프레임부(520), 대역폭 정보 저장부(540)

및 프레임 전송부(560)를 포함한다.

포즈 프레임 수신부(500)는 상기 제 2포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포즈 프레임을 제공한

다.

포즈 프레임부(520)는 상기 포즈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아이들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

는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술하겠다.

대역폭 정보 저장부(540)는 상기 포즈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한다. 즉, 상기 특정 포트에 대한

대역폭이 제한된 경우, 대역폭 정보 저장부(540)는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그 결과, 송/수신 단말기

는 상기 대역폭 정보를 공유한다.

프레임 전송부(560)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한다. 상기 포즈 프레임은 상

기 제 2 포트로부터 전송된 프레임이다.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장치는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포즈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고, 상

기 추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하므로, 종래의 기술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포즈 프레임부(520)는 포즈 프레임 인식부(600), 프레임 지연 시간 계산부(620) 및 대역폭 정보 추출부

(640)를 포함한다.

포즈 프레임 인식부(600)는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전송된 프레임이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포즈 프레

임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전송된 프레임이 상기 포즈 프레임이라고 인식된 경우,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장치는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하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종래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프

레임을 제공한다. 종래의 기술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프레임 지연 시간 계산부(620)는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아이들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프레임 지연 시

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상기 지연 시간이 64바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시간이라고 하자.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될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128바이트인 경우, 상기 아이들 시간은 상기 지연 시간에 2를 곱한 값에 상응하는 시간

이다. 즉, 포즈 프레임부(520)는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에 따른 상기 아이들 시간을

계산한다. 그 결과, 본 발명의 프레임 전송 장치는 상기 아이들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한다.

대역폭 정보 추출부(640)는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포즈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대역폭 정보를 제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부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프레임 전송부(560)는 포즈 프레임 전송부(700),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720) 및 목적 프레임 전송부

(740)를 포함한다.

포즈 프레임 전송부(700)는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수신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에 제공한다. 그 결과, 상기

제 1 포트를 가지는 단말기는 상기 제 2 포트를 가지는 상기 상대방 단말기가 상기 포즈 프레임을 수신하였음을 인식한다.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720)는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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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프레임 전송부(740)는 특정 목적을 가지는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한다. 상기 특정 목적은 데이터 전송

외의 목적을 의미한다. 상기 목적 프레임은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과 관계없이 전송된다. 즉, 하나의 데이트 프레임이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되는 경우, 상기 목적 프레임은 상기 아이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상기 데이터 프레임 전송 후 상기 아이

들 시간 경과 전에 전송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우선, 제공된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카운트된다(S100). 계속하여, 상기 카운트 정보는 상기

대역폭 정보에 비교된다(S120). 이어서,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설정 대역폭보다 큰 지의 여부가 판단된다(S140). 판단 결

과,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대역폭보다 작은 경우, S100단계부터 단계가 다시 수행된다. 반면에,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대

역폭보다 큰 경우, 프레임 플로 제어가 수행된다(S160). 즉, 상기 포즈 프레임이 상기 제 1 포트에 전송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포즈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우선, 제공된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카운트된다(S200). 계속하여,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설정 대역폭보다 큰 지의 여부가 판단된다(S220). 판단 결과,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대역폭보다 작은 경우, 상기 S200단

계가 다시 수행된다. 반면에,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대역폭보다 큰 경우, 상기 지연 시간이 계산된다(S240). 이어서,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이 생성된다(S260). 계속하여,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이 상기 제 1 포

트에 제공된다(S280).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전송된 상기 포즈 프레임이 수신된다(S400). 계속하여, 상기 포즈 프레임이 인식

되는지의 여부가 판단된다(S420). 판단 결과, 상기 포즈 프레임이 인식되지 않은 경우, 종래의 기술이 이용된다(S440). 반

면에, 상기 포즈 프레임이 인식되는 경우,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함에 의해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이 계산된다(S460). 이어

서,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이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된다(S480). 계속하여, 상기 제 2 포트

로부터 수신된 상기 포즈 프레임이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된다(S500).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전송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상기 포즈 프레임이 수신된다(S600). 계속하여, 상기 포즈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함에 의해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이 계산된다(S620). 이어서,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

이터 프레임이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된다(S640). 계속하여,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될 상기 목적 프레임이 있는지의 여부

가 판단된다(S660). 판단 결과, 상기 목적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S640단계로부터 단계가 다시 수행된다. 반

면에, 상기 목적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목적 프레임이 전송 중이던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 후 상기 아이들

시간 경과 전에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된다(S680).

도 1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플로 제어 과정 및 상기 프레임 플로 제어에 따라 프레임을 전송하는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13을 참조하면,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된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카운트된다(S1100). 계속하여,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설정 대역폭보다 큰 지의 여부가 판단된다(S1120). 판단 결과,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설정 대역폭보다

작은 경우, 상기 S1100단계가 다시 수행된다. 반면에, 상기 카운트 값이 상기 설정 대역폭보다 큰 경우, 플로 제어를 위한

상기 포즈 프레임이 생성된다(S1140). 이어서,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이 상기 제 1 포트로 전송된다(S1160). 계속하여,

상기 제 1 포트에 상기 포즈 프레임이 수신된다(S1180). 이어서, 상기 포즈 프레임이 인식된다(S1200). 계속하여, 상기 포

즈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이 계산된다(S1220). 이어서, 상기 프레임 지

연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이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된다(S1240). 계속하여, 상기 제 2 포트로부터 전송된 상

기 포즈 프레임이 상기 제 2 포트로 전송된다(S1260). 이어서, 상기 제 2 포트에 상기 포즈 프레임이 수신되었는지의 여부

가 판단된다(S1280). 판단 결과, 상기 포즈 프레임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상기 S1160단계로부터 단계가 다시 수행된다.

반면에 상기 포즈 프레임이 수신된 경우, 상기 플로 제어 과정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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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고, 본 발명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당업자라

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부가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및 부가는 하기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은 양 단말기가 대역

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프레임의 플로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 의한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은 상기 대역폭 제한에 따라 상기 아이들

시간을 달리하므로, 프레임의 축적없이 프레임의 플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및 방법, 프레임 전송 장치 및 방법은 목적 프레임이 있는 경우, 상기 아이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상기 목적 프레임을 상대 단말기로 전송하므로, 프레임의 종류에 상응하여 프레임을 적절하게 전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되는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고, 상기 카운트 정보와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

는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며, 상기 비교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비교 정보를 발생시키는 비교부;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지연 시

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포즈 프레임부; 및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을 제 1 포트에 제공하는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6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프레임 수신부를 더 포

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수신부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데이터 프레임 수신부;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포즈 프레임 수신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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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을 제한하고,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역폭 제한부; 및

상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대역폭 정보 저장부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부는,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는 프레임 카운터; 및

상기 프레임 카운트 정보와 상기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는 대역폭 비교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즈 프레임부는,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지연 시간 계산부; 및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포즈 프레임 생성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전송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포즈 프레임 전송부; 및

제 2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장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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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제 2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포즈 프레임 수신부;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포즈 프레임부; 및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고,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

공하는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상기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는 대역폭 정보 저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6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포즈 프레임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인식하는 포즈 프레임 인식부;

상기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프레임 지연 시간 계산부; 및

상기 포즈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는 대역폭 정보 추출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7.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전송부는,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포즈 프레임 전송부; 및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전송부는, 특정 목적 정보를 가지는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목적 프레

임 전송부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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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프레임 전송부는, 전송 중이던 상기 데이터 프레임 전송 후 상기 아이들 시간 경과 전에 상기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장치.

청구항 20.

제 1 포트로부터 제공되는 제 1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카운트하는 단계;

상기 카운트 정보와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대역폭 정보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지연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포즈 프레임을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6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

청구항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

청구항 23.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1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

임 플로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을 제한하는 단계;

상기 제한된 대역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

청구항 25.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지연 시간은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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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포즈 프레임이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서비스 인식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제 1 제어 워드 구간; 및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제 2 제어 워드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플로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 2 제어 워드 구간이 상기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2바이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즈 프레임 제어

방법.

청구항 28.

M(M은 64이상의 정수)바이트의 프레임 길이에 상응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포즈 프레임을 제 2 포트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포즈 프레임을 인식하는 단계;

상기 지연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프레임 지연 시간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프레임 지연 시간에 따라 상기 제 1 데이터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포즈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대역폭 제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포즈 프레임으로부터 상기 대역폭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M은 6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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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지연 시간이 상기 대역폭에 상응하여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33.

제 28 항에 있어서, 특정 목적 정보를 가지는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프레임을 상기 제 2 포트에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 프레임 전송 후 상기 아이들 시간

경과 전에 상기 목적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레임 전송 방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40932

- 13 -



도면2

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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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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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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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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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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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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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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