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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호스트 컴퓨터와 입출력(I/O) 장치간의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RDMA)가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콘트롤러(NIC)가 1차 RDMA 가능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콘트롤러(RNIC)와 대체 RDMA 가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콘트롤러로 구성되고 있는 중복 구성(redundant
configuration)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배경기술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는 입출력 장치, 일반용 컴퓨터(호스트) 및 특수용 컴퓨터와 통신하도록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메시지 전달 메카니즘은 전송 프로토콜, 상위 레벨 프로토콜 및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현재 IP 네트워크 상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 표준 전송 프로토콜은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과 유저 데이타그램 프로토콜(UDP)이다. TCP는 신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UDP는 비신뢰적인 서비스
를 제공한다. 추후에는 신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트림 제어 전송 프로토콜(SCTP)도 사용될 것이다. 장치 또는
컴퓨터 상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소켓, iSCSI 및 다이렉트 액세스 파일 시스템(DAFS) 등의 상위 레벨 프로토콜을 통해
IP 네트워크를 액세스한다. 불행히도, TCP/IP 소프트웨어는 상당한 양의 프로세서와 메모리 자원을 소비한다. 이 문제점
은 문헌(Kay, J. Pasquale이 1996년 12월자의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제4권 6호의 817∼828 페이지
에 걸쳐 기고한 "Profiling and reducing processing overheads in TCP/IP"라는 제목의 논문과; D. D. Clark, V.
Jacobson, J. Romkey 및 H. Salwen이 1989년 6월자의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제27권 6호의 23∼29 페이지
에 걸쳐 기고한 "An analysis of TCP processing overhead"라는 제목의 논문 참조)을 통해 광범위하게 밝혀진 바 있다.
추후에는 네트워크 스택이,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네트워킹 사용의 증가와,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의 사용과, 하위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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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ic) 대역폭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대역폭보다 더 높은 속도로의 증가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과도한 자원의 소
비를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기술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스택 처리를 RDMA 가능 NIC(RNIC)에
오프로드(offload)하고 있다.

  본 기술분야에서 취해지고 있는 2가지의 오프로드 방식이 존재한다. 제1 방식은 어떠한 프로토콜의 추가없이 현재의
TCP/IP 네트워크 스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TCP/IP를 하드웨어에 오프로드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수신측 카피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전술한 논문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카피는 CPU 활용에 대한 최대 공헌자 중의 하나이다.
카피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해, 본 기술분야에서는 TCP 및 SCTP 프로토콜에 프레이밍(Framing), 다이렉트 데이
타 플레이스먼트(DDP) 및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RDMA)를 추가하여 이루어진 제2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
한 2가지 방식을 지원하도록 요구된 RDMA 가능 NIC(RNIC)는 서로 유사하지만, 제2 방식에서는 하드웨어가 추가의 프로
토콜을 지원하여야만 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RNIC는 노드간에 통신하기 위해 소켓, iSCSI 및 DAFS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호스트
컴퓨터 또는 호스트 장치 상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는 발신/수신 메시지를 RNIC 상의 발신/수신 작업 대기열(work
queue)에 포스팅함으로써 IP 네트워크를 액세스한다. 이들 프로세스는 "컨슈머(consumer)"로써도 지칭된다.

  전송/수신 작업 대기열(WQ)은 컨슈머에게 대기열쌍(QP)으로써 할당된다. 메시지는 여러 개의 상이한 전송 유형, 즉 통
상적인 TCP, RDMA TCP, UDP 또는 SCTP를 통해 발신될 수 있다. 컨슈머는 RNIC 발신 및 수신 작업 완성(WC) 대기열
을 거친 완성 대기열(CQ : Completion Queue)로부터 이들 메시지의 결과물을 회수한다. 공급지 RNIC는 인출 메시지를
세밀하게 단편화하여 이들을 목적지에 발신하는 과정을 처리한다. 목적지 RNIC는 인입 메시지를 재조립하여 이들을 목적
지의 컨슈머에 의해 지정된 메모리 공간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처리한다. 컨슈머는 RNIC에 의해 지원된 기능을 액세스하기
위해 RNIC 버브(verb)를 사용한다. 버브를 해석하여 RNIC를 직접 액세스하는 소프트웨어는 RNIC 인터페이스(RI)로써 알
려져 있다.

  현재, 호스트 CPU 내의 소프트웨어가 전송(예를들어, TCP) 및 네트워크 레이어(예를들어, IP) 처리의 대부분을 수행한
다. 오늘날, NIC는 통상적으로 링크 레이어(예를들어, 이더넷) 처리 및 가능하게는 적당량의 전송 또는 네트워크 레이어 오
프로드(예를들어, 체크섬 오프로드)를 수행한다. 현재,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TCP/IP 접속과 관련된 상태 정보 전부를 호
스트 로컬 메모리내에 유지한다. 상태 정보 전부를 호스트 로컬 메모리 내에 보유함으로써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1차 NIC
와 대체 NIC간의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즉, 1차 NIC가 장애가 발생하면,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접속 전부를 대체 NIC로 이동시켜 통신 처리를 지속한다.

  RDMA 가능 NIC는 다른 범용의 컴퓨터 및 입출력 장치에의 통신을 위해 더 높은 성능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RNIC는
전송(예를들어, TCP) 및 네트워크(예를들어, IP) 레이어를 RNIC에게 오프로드한다. 이들 레이어를 RNIC에게 오프로드시
킴으로써, 호스트 소프트웨어는 현재의 메카니즘을 사용하는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RNIC로 하여금 신뢰적인 전송(예를들어, TCP) 접속의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을 지원하도록 하고 계획되거나 계획
되지 않은 RNIC 작동불능의 결과에 따라 접속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간략한 메카니즘이 요구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제1 특징으로, 본 발명은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1차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 콘트롤러(RNIC)와 대체 RNIC 간의 스위치오버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RNIC와 대체 RNIC가 공통 대기열쌍을
공유하도록 1차 RNIC와 대체 RNIC에 대한 공통 대기열쌍을 생성하는 단계와, 스위치오버 이벤트를 검출하는 단계와, 스
위치오버 이벤트의 검출에 응답하여, 대기열쌍의 취급을 1차 RNIC에서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공통 대기열쌍을 생성하는 단계는 1차 RNIC와 대체 RNIC가 대기열 범위 내의 대기열을 공유하도록 1차 RNIC와 대체
RNIC에 대기열 범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열 범위는 대기열쌍의 범위와 완성 대기열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 대기열쌍을 생성하는 단계는 1차 RNIC와 대체 RNIC에 메모리 해석 보호 테이블 엔트리의 범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방법은 1차 RNIC와 대체 RNIC가 공통 완성 대기열을 공유하도록 1차 RNIC와 대체 RNIC에 대한 공통 완성 대기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스위치오버 이벤트가 검출되는 경우 공통 완성 대기열의 연산을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RNIC와 대체 RNIC는 패브릭과 공유된 시스템 메모리 중의 하나를 통해 서로에게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브릭은 근거리 통신망, 광역 통신망, 메모리 맵핑된 I/O 확장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에어리어 네트워크 중의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포인팅 메시지는 연산 코드 필드, 길이 필드 및 검증 필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산 코드는 체크포인팅 메시지의 유형을, 메시지를 유지(alive message),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전송 콘텍스트(update working send queue switchover send context),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전
송 콘텍스트(update committed send queue switchover send context),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확인응답 콘텍스트(update working send queue switchover acknowledgment context),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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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스위치오버 확인응답 콘텍스트(update committed send queue switchover acknowledgment context),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수신 대기열 스위치오버 수신 콘텍스트(update working receive queue switchover receive context), 업데이
트 커미트된 수신 대기열 스위치오버 수신 콘텍스트(update committed receive queue switchover receive context), 업
데이트된 작업중인 수신 대기열 스위치오버 확인응답 콘텍스트(update working receive switchover acknowledgment
context), 업데이트 커미트된 수신 대기열 스위치오버 확인응답 콘텍스트(update committed receive queue switchover
acknowledgment),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완성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update working completion queue
switchover context) 및 업데이트 커미트된 완성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update committed completion queue
switchover context) 중의 하나로서 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위치오버 이벤트는 대체 RNIC에서는 소정 기간의 시간 내에서 1차 RNIC로부터의 체크포인트 메시지의 비수신이 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열쌍의 취급을 1차 RNIC에서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하는 단계는 1차 RNIC에 대한 어드레스를 대체 RNIC의 어드
레스 테이블에 추가하는 단계와, 1차 RNIC가 1차 RNIC 및 대체 RNIC에 접속된 스위치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는 단계
와, 1차 RNIC의 어드레스를 스위치 내에서 대체 RNIC에 대한 어드레스로써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열쌍의 취급을 1차 RNIC에서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하는 단계는 대체 RNIC가 1차 RNIC로써 인식되도록 완성 대
기열 콘텍스트에 대한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정보를 수정하는 단계와, 대체 RNIC가 1차 RNIC로써 인식되도록
대기열쌍 콘텍스트에 대한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정보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방법은 대기열의 스위치오버 상태를 식별하는 상태 정보를 1차 RNIC와 대체 RNIC 내에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단계는 RNIC 스위치오버 상태, 1차 RNIC 식별자, 1차 RNIC 포트 식별자, 대체 RNIC 식별자 및
대체 RNIC 포트 식별자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데이타 구조를 유지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단계는 1차 RNIC 및 대체 RNIC의 각각의 공통 완성 대기열에 대한 엔트리를 갖는 완성 대기열 콘
텍스트 테이블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1차 RNIC 및 대체 RNIC를 갖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타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데이타 세그
먼트를 수신하는 단계와, 1차 RNIC에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와, 업데이
트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킹포인팅 메시지를 대체 RNIC에 전송하는 단계와, 대체 RNIC로부터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
치오버 콘텍스트의 로컬 카피를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의 내용으로 업데
이트하는 단계와, 전송 대기열로부터 데이타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체 RNIC는 로컬의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를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
트 체크포인팅 메시지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하고,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내지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를 카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 특징으로,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에 로드되어 실행될 때 상기 컴퓨터로 하여금 제1 특징에 따른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성분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2 특징의 바람직한 특징부는 제1
특징의 바람직한 특징부의 방법적 단계들에 대응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코드 성분을 포함한다.

  제3 특징으로, 본 발명은 1차 RNIC와 대체 RNIC를 갖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타 세그먼트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로서, 데이타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수단과, 1차 RNIC에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하
는 수단과,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대체 RNIC에 전송하는 수단과,
대체 RNIC로부터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과,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의 로컬 카피를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
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는 수단과, 전송 대기열로부터 데이타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RNIC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및 분산 데이
타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며, 상기 분산 데이타 처리 시스템은, 말단 노드, 스위치, 라우터 및 구성부품을 상호접속시키기
위한 링크를 포함하며, 말단 노드는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위해 대기열쌍을 전송 및 수신한다. 말단 노드는 메시지를 세그
먼트로 단편화하여 이 세그먼트를 링크를 통해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위치 및 라우터는 말단 노드를 상호접속시키
고 세그먼트를 적합한 말단 노드에 경로배정한다. 말단 노드는 목적지에서 세그먼트를 메시지로 재조립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RNIC(RDMA 가능한 NIC)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을 지원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하며,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동작불능이 1차 RNIC 상에서 발생할 때에 제공된 바람직한 메카니즘을 사용한다면, 남아 있는
모든 접속이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되며, 대체 RNIC는 통신 처리를 지속한다. 추가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공된 메카니즘을 사용한다면, 접속의 스위치백 또한 가능하게 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며, 개시된 실시예는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를 위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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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예시된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다이아그램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기능 블록도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IP Suite Offload Engine)의 다이아그램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스위치의 다이아그램이며,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라우터의 다이아
그램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 요청의 처리를 예시하는 다이아그램이다.

  도 5는 TCP 또는 SCTP 전송이 사용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을 예시하는
다이아그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프레임의 예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일례의 요청 및 확인응답 트랜잭션을 예시하기 위해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일
부분을 예시하는 다이아그램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네트워킹 시스템에서 사용된 네트워크 어드레싱을 예시하는 다이아그램
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서브넷(subnet)을 갖고 있는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한 다이아그램이
다.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계층화된 통신 아키텍쳐의 다이아그램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RNIC 인터페이스를 예시하는 개요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유지되는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에 관련된 일례의 접속
상태를 예시하는 개요도이다.

  도 13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를 통한 접속의 일례의 초기화 프로세스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흐름도이며, 도 1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를 통한 접속의 일례의 재동기화 프로세스를 개략적
으로 보여주는 흐름도이며, 도 1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1차 RNIC와 대체 RNIC 간에 사용된 체크포인트
메시지를 예시하는 일례의 개요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전송 체크포인팅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일례의 개요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수신 체크포인트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일례의 개요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완성 체크포인팅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일례의 개요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1차 RNIC 대 대체 RNIC 스위치오버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일례의 개요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대체 QP 활성화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
하는 일례의 개요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말단 노드, 스위치, 라우터 및 이들 구성부품을 상호접속시키는 링크를 갖는 분산 컴퓨터
연산 시스템을 제공한다. 말단 노드로는 인터넷 프로토콜 스윗 오프로드 엔진 또는 통상의 호스트 소프트웨어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 스윗이 가능하다. 각각의 말단 노드는 메시지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해 전송 및 수신 대기열쌍을 사용한다. 말단
노드는 메시지를 프레임으로 단편화하고, 이 프레임을 링크를 통해 송신한다. 스위치 및 라우터는 말단 노드를 상호접속시
키고, 프레임을 적합한 말단 노드에 경로배정한다. 말단 노드는 목적지에서 프레임을 메시지로 재조립한다.

  도면 특히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다이아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도 1
에 도시된 분산 컴퓨터 시스템은 IP 넷(100)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IP 넷)의 형태를 취하고, 단지 예시의 목적
으로 제공되어 있으며, 이하에 설명되는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수의 다른 유형 및 구성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시행될 수
있다. 예를들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하나의 프로세서와 소수의 입출력(I/O) 어댑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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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소규모 서버에서부터 수백 또는 수천의 프로세서와 수천의 I/O 어댑터를 갖는 대규모 병렬 슈퍼컴퓨터 시스템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 의해 접속된 원격 컴퓨터 시스템의 기
반구조로 구현될 수 있다.

  IP 넷(100)은 분산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노드들을 상호접속시키는 고대역폭의 저레이턴시 네트워크이다. 노드는 네트
워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링크에 연결되고 네트워크 내에서 메시지의 발신지 및/또는 목적지를 형성하는 임의의 구성부
품이다. 도시된 예에서, IP 넷(100)은 노드를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 및 중복성 어레이
독립 디스크(RAID) 서브시스템 노드(106)의 형태로 포함한다. 도 1에 도시된 노드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 IP 넷(100)은
어떠한 수와 어떠한 유형의 독립 프로세서 노드, 스토리지 노드 및 특수 용도 처리 노드도 접속시킬 수 있다. 노드들 중의
임의의 노드는 IP 넷(100)에서 메시지 또는 프레임을 발생시키거나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장치로 본 명세서에서 한정되는
말단 노드로써 기능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에러 처리 메카니즘이 제공되며, 에러 처리 메카니즘은 IP 넷(100)과
같은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말단 노드간의 TCP 또는 SCTP 통신을 허용한다.

  메시지는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데이타 교환의 어플리케이션-정의 단위(application-defined unit)이며, 협동
프로세스간의 통신의 기본 단위이다. 프레임은 인터넷 프로토콜 스윗 헤더 및/또는 트레일러에 의해 감싸여진 1단위의 데
이타이다. 헤더는 일반적으로 IP 넷(100)의 여러 곳으로 프레임을 지향시키기 위한 제어 및 경로배정 정보를 제공한다. 트
레일러는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붕괴된 내용을 가진 채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어 및 순환 중복 검사(CRC) 데이타를
갖고 있다.

  분산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IP 넷(100)은 스토리지, 인터프로세스 통신(IPC), 파일 액세스 및 소켓과 같은 다양한 형태
의 트래픽을 지원하는 통신 및 관리 기반구조를 갖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IP 넷(100)은 스위치된 통신 패브릭(116)을 포
함하며, 이 패브릭은 다수의 장치가 보안되고 원격 관리된 환경에서 고대역폭 및 저레이턴시로 동시에 데이타를 전달하도
록 한다. 말단 노드는 복수의 포트를 통해 통신할 수 있고, IP 넷 패브릭의 여러 곳에 있는 복수의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IP 넷의 여러 곳에 있는 복수의 포트 및 경로는 장애 내성(fault tolerance) 및 증가된 대역폭 데이타 전달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스위칭된 통신 패브릭(116) 내의 구성부품에 대한 액세스는 콘솔(110)을 통하
여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1의 IP 넷(100)은 스위치(112), 스위치(114) 및 라우터(117)를 포함한다. 스위치는 복수의 링크를 함께 접속시키고
레이어 2 목적지 어드레스 필드를 사용하여 한 링크에서 다른 링크로 프레임의 경로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링크
로써 이더넷이 사용될 때, 목적지 필드는 매체 액세스 제어(MAC) 어드레스로써 알려져 있다. 라우터는 레이어 3 목적지
어드레스 필드에 기초하여 프레임을 경로배정하는 장치이다. 레이어 3 프로토콜로써 인터넷 프로토콜(IP)이 사용될 때, 목
적지 어드레스 필드는 IP 어드레스이다.

  일실시예에서, 링크는 말단 노드, 스위치 또는 라우터와 같은 임의의 2개의 네트워크 패브릭 구성요소 사이의 풀 듀플렉
스 채널(full duplex channel)이다. 일례의 적합한 링크로는 구리 케이블과, 광 케이블과, 백플레인(backplane) 및 인쇄회
로 기판 상의 인쇄회로 구리 트레이스가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신뢰적인 서비스 유형(TCP 및 SCTP)을 위해, 호스트 프로세서 말단 노드 및 I/O 어댑터 말단 노드 등의 말단 노드는 요
청 프레임을 발생하고, 확인응답 프레임을 리턴한다. 스위치 및 라우터는 프레임을 공급지에서 목적지로 건네준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IP 넷(100)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 및 RAID 서브시스템
노드(106)는 IP 넷(100)에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IPSOE를 포함한다. 일실시예에서, 각각의 IPSOE는 IP 넷
(100) 상에 전송된 소스 또는 동기 프레임에 충분히 상세하게 IPSOI를 실시하는 말단 지점이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102)는 호스트 IPSOE(118) 및 IPSOE(120)의 형태로 IPSOE들을 갖고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는 IPSOE(122)
및 IPSOE(124)를 갖고 있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 또한 버스 시스템(134)에 의해 상호접속된 중앙 처리 장치
(126∼130) 및 메모리(132)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4)는 유사하게 버스 시스템(144)에 의해 상호접속된 중
앙 처리 장치(136∼140) 및 메모리(142)를 포함한다.

  IPSOE(118)는 스위치(112)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한편, IPSOE(124)는 스위치(114)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고,
IPSOE(120, 122)는 스위치(112, 114)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오프로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조합으로 실시된다. 이
러한 실시에서, IP 스윗 처리는 IPSOE에 오프로드된다. 이러한 실시는 또한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종래의 오버헤드없이
도 전환된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의 동시 통신을 허용한다. 일실시예에서, 도 1에서의 IPSOE 및 IP 넷(100)은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컨슈머에게 운영체계 커널 프로세스를 수반하지 않고서도 제로 프로세서-카피 데이타 전송을 제공하며, 신뢰적
이고 장애 내성적인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채용한다.

  도 1에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라우터(117)는 다른 호스트 또는 다른 라우터에 대한 광역 통신망(WAN) 및/또는 근거리
통신망(LAN) 접속에 연결된다.

  이 예에서, 도 1에서의 RAID 서브시스템 노드(106)는 프로세서(168), 메모리(170),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
(IPSOE)(172) 및 복수의 중복성 및/또는 스트라이프형(striped) 스토리지 디스크 장치(174)를 포함한다.

  IP 넷(100)은 스트로지에 대한 데이타 통신, 프로세서간 통신, 파일 액세스 및 소켓을 처리한다. IP 넷(100)은 고대역폭
의 미세 조정 가능한 극도로 낮은 레이턴시의 통신을 지원한다.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운영체계 커널 프로세스를 바이패스
하여 IPSOE 등의 네트워크 통신 구성부품을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프로토콜을 가능하게
한다. IP 넷(100)은 현재의 컴퓨팅 모델에 잘 어울리며, 신규 형태의 스토리지, 클러스터 및 범용 네트워킹 통신을 위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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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블록이다. 추가로, 도 1에서의 IP 넷(100)은 스토리지 노드들이 자신들간에 통신하도록 하거나, 또는 분산 컴퓨터 시스
템 내의 프로세서 노드들 전부 혹은 그들 중의 일부와 통신하도록 한다. 스토리지가 IP 넷(100)에 부착되면, 스토리지 노드
는 IP 넷(100)의 임의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통신 용량을 갖는다.

  일실시예에서, 도 1의 IP 넷(100)은 채널 시맨틱(channel semantics)과 메모리 시맨틱을 지원한다. 채널 시맨틱은 간혹
전송/수신 또는 푸시 통신 연산으로 지칭된다. 채널 시맨틱은 공급지 장치가 데이타를 푸시하고 목적지 장치가 데이타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I/O 채널에 채용된 통신의 유형이다. 채널 시맨틱에서, 공급지 프로세스로부터 송신된
프레임은 목적지 프로세스의 통신 포트를 특정하지만, 목적지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서 프레임이 기입될 곳을 특정하
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채널 시맨틱에서는 목적지 프로세스가 송신된 데이타를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사전에 지정한다.

  메모리 시맨틱에서는 목적지 프로세스가 원격 노드 목적지 프로세스의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직접 판독 또는 기입한다.
원격 목적지 프로세스는 데이타를 위한 버퍼의 위치를 통신하는 것만을 필요로 하며, 어떠한 데이타의 전달이 수반될 필요
는 없다. 그러므로, 메모리 시맨틱에서는 공급지 프로세스가 목적지 프로세스의 목적지 버퍼 메모리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데이타 프레임을 전송한다. 메모리 시맨틱에서, 목적지 프로세스는 공급지 프로세스가 자신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보장한다.

  채널 시맨틱 및 메모리 시맨틱은 통상적으로 둘다 스토리지, 클러스터 및 범용 네트워크 통신을 필요로 한다. 통상적인
스토리지 연산은 채널 시맨틱과 메모리 시맨틱의 조합을 이용한다. 도 1에 도시된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예시된 예의 스토
리지 연산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와 같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는 디스크 기입 명령을 RAID 서브시스템
IPSOE(172)에게 보내기 위해 채널 시맨틱을 사용함으로써 스토리지 연산을 개시한다. RAID 서브시스템은 명령을 검사하
며,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메모리 공간으로부터 직접 데이타 버퍼를 판독하기 위해 메모리 시맨틱을 사용한다. 데이타
버퍼가 판독된 후, RAID 서브시스템은 I/O 완료 메시지를 다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에 푸시하기 위해 채널 시맨틱을 이
용한다.

  일례의 실시예에서, 도 1에 도시된 분산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메모리에 대한 정확하고 적합한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가상 어드레스 및 가상 메모리 보호 메카니즘을 이용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임의의 연산을 위해 물리적인 어드레싱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기능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호스트 프로
세서 노드(200)는 도 1에서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102)와 같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의 예이다.

  이 예에서, 도 2에 도시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는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 상에서 실행하는 프로세스인 컨슈머
세트(202∼208)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는 또한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IPSOE)(210) 및 IPSOE(212)를
포함한다. IPSOE(210)는 포트(214, 216)를 갖고 있는 한편, IPSOE(212)는 포트(218, 220)를 갖고 있다. 각각의 포트는
링크에 접속된다. 포트는 도 1에서의 IP 넷(100)과 같이 하나의 IP 넷 서브넷 또는 복수의 IP 넷 서브넷에 접속할 수 있다.

  컨슈머(202∼208)는 버브 인터페이스(222) 및 메시지와 데이타 서비스(224)를 경유하여 IP 넷에 메시지를 전달한다. 버
브 인터페이스는 필수적으로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의 기능성에 대한 요약 디스크립션이다. 운영체계는 그 프로그래밍 인
터페이스를 통해 버브 기능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낼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는 호스트의 연산을 정의한
다. 추가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200)는 메시지 및 데이타 서비스(224)를 포함하며, 이 서비스는 버브 레이어보다 더 높
은 레벨의 인터페이스이고, IPSOE(210) 및 IPSOE(212)를 통해 수신된 메시지 및 데이타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메시
지 및 데이타 서비스(224)는 메시지 및 다른 데이타를 처리하기 위해 컨슈머(202∼208)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의 다이아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도 3a에 도
시된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300A)은 메시지를 IPSOE 포트(312A∼316A)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기열쌍의 세트
(302A∼310A)를 포함한다. 데이타를 IPSOE 포트(312A∼316A)에 버퍼링하는 것은 예를들어 IP 버젼 6 사양에서의 트
래픽 클래스 필드인 네트워크 레이어의 서비스 필드의 퀄리티(QOSF : Quality of Service Field)(318A∼334A)를 사용하
여 채널 분리된다. 서비스 필드의 각각의 네트워크 레이어 퀄리티는 자기 자신의 플로우 제어를 갖는다. 인터넷 엔지니어
링 태스크 포스(IETF)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모든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 포트의 링크 및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2개의 이러한 프로토콜은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ARP : Address Resolution
Protocol) 및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이다. 메모리 해석 및 보호(MTP : Memory Translation and Protection)(338A)
는 가상 어드레스를 물리적 어드레스로 해석(번역)하고 액세스 권리를 검증하는 메카니즘이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340A)는 대기열쌍(302A∼310A)에 대해 메모리(350A)를 사용하여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제공한다.

  도 3a에 도시된 IPSOE(300A)와 같은 단일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은 수천의 대기열쌍을 지원할 수 있다. 각각의 대기열
쌍은 전송 작업 대기열(SWQ) 및 수신 작업 대기열(RWQ)로 구성된다. 전송 작업 대기열은 채널 및 메모리 시맨틱 메시지
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신 작업 대기열은 채널 시맨틱 메시지를 수신한다. 컨슈머는 작업 요청(WR)을 작업 대기열
상에 위치시키기 위해 본 명세서에서 "버브"로 지칭되는 운영체계 특정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한다.

  도 3b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위치(300B)와 같은 스위치를 도시한다. 스위치(300B)는 링크 또는 IP 버젼 4의 서
비스 필드의 유형과 같은 서비스 필드의 네트워크 레이어 퀄리티, 즉 도면에 QOSF(306B)로 나타내어진 서비스 필드의 퀄
리티를 통해 다수의 포트(304B)와 통신하여 패킷 릴레이(302B)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스위치(300B)와 같은 스위치는
한 포트로부터의 프레임을 동일 스위치 상의 어떠한 다른 포트로도 경로배정할 수 있다.

  유사하게,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라우터(300C)를 도시한다. 라우터(300C)는 IP 버젼 4의 유형의 서
비스 필드와 같은 서비스 필드의 네트워크 레이어 퀄리티, 즉 도면에 QOSF(306C)로 나타내어진 서비스 필드의 퀄리티를
통해 다수의 포트(304C)와의 통신으로 GRH 패킷 릴레이(302C)와 같은 프레임 릴레이를 포함한다. 스위치(300B)와 같
이, 라우터(300C)는 일반적으로 한 포트로부터의 프레임을 동일 라우터 상의 어떠한 다른 포트로도 경로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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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 대기열의 처리를 예시하는 도면이 도시되어 있다. 도 4에서, 수
신 작업 대기열(400), 전송 작업 대기열(402) 및 완성 대기열(404)은 컨슈머(406)로부터의 요청 및 컨슈머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제공된다. 컨슈머(406)로부터의 이들 요청은 실제적으로 하드웨어(408)에 전송된다. 이 예에서, 컨슈머
(406)는 작업 요청(410, 412)을 발생하고, 작업 완성(414)을 수신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업 대기열 상에 위치
된 작업 대기열은 작업 대기열 성분(WQE)으로써 지칭된다.

  전송 작업 대기열(402)은 IP 넷 패브릭 상에 송신될 데이타를 기술하는 작업 대기열 성분(WQE)(422∼428)을 갖고 있
다. 수신 작업 대기열(400)은 IP 넷 패브릭으로부터의 인입 채널 시맨틱 데이타를 위치시킬 곳을 기술하는 작업 대기열 성
분(WQE)(416∼420)을 갖고 있다. 작업 대기열 성분은 IPSOE 내의 하드웨어(408)에 의해 처리된다.

  버브 또한 완성 대기열(404)로부터의 완성된 작업을 수신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완성
대기열(404)은 완성 대기열 성분(CQE)(430∼436)을 갖고 있다. 완성 대기열 성분은 이전에 완성된 작업 대기열 성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완성 대기열(404)은 복수의 대기열쌍에 대한 완성 통보(completion notification)의 단일 포인트
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완성 대기열 성분은 완성 대기열 상의 데이타 구조이다. 이 성분은 완성된 작업 대기열 성분을
기술한다. 완성 대기열 성분은 대기열쌍과 특정 작업 대기열 성분이 완료하였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
다. 완성 대기열 콘텍스트는 개개의 완성 대기열에 대한 포인터, 개개의 완성 대기열의 길이 및 개개의 완성 대기열을 관리
하기 위해 요구된 기타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의 블록이다.

  도 4에 도시된 전송 작업 대기열(402)에 지원된 일례의 작업 요청은 다음과 같다. 전송 작업 대기열은 로컬 데이타 세그
먼트를 원격 노드의 수신 작업 대기열 성분에 의해 참조된 데이타 세그먼트에 푸시하기 위한 채널 시맨틱 연산이다. 예를
들어, 작업 대기열 성분(428)은 데이타 세그먼트 4(438), 데이타 세그먼트 5(440) 및 데이타 세그먼트 6(442)에 대한 레
퍼런스를 갖고 있다. 전송 작업 요청의 데이타 세그먼트의 각각은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지역의 일부를 갖고 있다.
로컬 데이타 세그먼트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된 가상 어드레스는 로컬 대기열쌍을 작성한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콘텍스트에
존재한다.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RDMA) 판독 작업 요청은 원격 노드 상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판독하기
위한 메모리 시맨틱 연산을 제공한다. 메모리 공간은 메모리 영역의 일부분 또는 메모리 윈도우의 일부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메모리 영역은 가상 어드레스 및 길이에 의해 정의된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어드레스의 사전 등록된 세트
를 참조한다. 메모리 윈도우는 사전 등록된 영역에 설정되었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어드레스의 세트를 참조한다.

  RDMA 판독 작업 요청은 원격 말단 노드 상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판독하고, 그 데이타를 가상적으로 연
속하는 로컬 메모리 공간에 기입한다. 전송 작업 요청과 유사하게, 로컬 데이타 세그먼트를 참조하기 위해 RDMA 판독 작
업 대기열 성분에 의해 사용된 가상 어드레스는 로컬 대기열쌍을 작성한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콘텍스트에 존재한다. 원격
가상 어드레스는 RDMA 판독 작업 대기열 성분에 의해 목표로 된 원격 대기열쌍을 소유하는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콘텍스
트에 존재한다.

  RDMA 기입 작업 대기열 성분은 원격 노드 상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기입하기 위한 메모리 시맨틱 연산
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수신 작업 대기열(400)에서의 작업 대기열 성분(416)은 데이타 세그먼트 1(444), 데이타 세그먼
트 2(446) 및 데이타 세그먼트 3(448)를 참조한다. RDMA 기입 작업 대기열 성분은 로컬 메모리 공간이 기입되는 원격 메
모리 공간의 가상 어드레스와 로컬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의 스캐터 리스트(scatter list)를 갖고 있다.
RDMA FetchOp 작업 대기열 성분은 원격 워드(remote word)에 관한 자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메모리 시맨틱 연산을
제공한다. RDMA FetchOp 작업 대기열 성분은 조합된 RDMA 판독, 수정 및 RDMA 기입 연산이다. RDMA FetchOp 작업
대기열 성분은 "Compare" 및 "Swap if equal"과 같은 여러 개의 판독-수정-기입 연산을 지원할 수 있다. RDMA FetchOp
는 IP 표준화 노력에 의해 현재의 RDM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실행예에서 부가가치적인 특징으로써 사용될 수도 있
기 때문에 본 명세서에 설명된 것이다.

  블라인드(언블라인드) 리모트 액세스 키(R_Key) 작업 대기열 성분은 메모리 윈도우를 메모리 영역에 연관시킴으로써(연
관해제시킴으로써) 메모리 윈도우를 수정(파괴)하도록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 하드웨어에 명령을 제공한다. R_Key는 각
각의 RDMA 액세스의 일부이며, 원격 프로세스가 버퍼에의 액세스가 허용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실시예에서, 도 4에만 도시된 수신 작업 대기열(400)은 수신 작업 대기열 성분으로써 지칭되는 한가지 유형의 작업 대
기열 성분을 지원한다. 수신 작업 대기열 성분은 인입 전송 메시지가 기입되는 로컬 메모리 공간을 기술하는 채널 시맨틱
연산을 제공한다. 수신 작업 대기열 성분은 여러 개의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메모리 공간을 기술하는 스캐터 리스트를 포함
한다. 인입 전송 메시지는 이들 메모리 공간에 기입된다. 가상 어드레스는 로컬 대기열쌍을 생성한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콘텍스트에 존재한다.

  프로세서간 통신을 위해, 사용자-모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버퍼가 메모리에 상주하는 곳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대기열
쌍을 통해 데이타를 전달한다. 일실시예에서, 대기열쌍을 통한 전달은 운영체계를 바이패스하고, 호스트 명령 사이클을 거
의 소비하지 않는다. 대기열쌍은 운영체계 커널 수반이 없이 제로 프로세서-카피 데이타 전달을 허용한다. 제로 프로세서
-카피 데이타 전달은 고대역폭 및 저레이턴시 통신의 충분한 지원을 제공한다.

  대기열쌍이 생성될 때, 대기열쌍은 선택된 유형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된다. 일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예를 구현하는 분산 컴퓨터 시스템은 3가지 유형의 수송 서비스, 즉 TCP, SCTP 및 UDP를 지원한다.

  TCP 및 SCTP는 로컬 대기열쌍을 하나의 원격 대기열쌍에만 연관시킨다. TCP 및 SCTP는 TCP 및 SCTP가 IP 넷 패브
릭을 통해 통신할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대기열쌍을 생성하도록 프로세스에 요구한다. 그러므로, N 개의 호스트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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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드의 각각이 P 개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각각의 노드 상의 P 개의 프로세스들의 전부가 모든 다른 노드 상의 프로
세스들 전부와 통신하도록 원한다면, 각각의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는 P2×(N-1) 개의 대기열쌍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프
로세스는 대기열쌍을 동일 IPSOE 상의 다른 대기열쌍에 연관시킬 수 있다.

  분산된 프로세스간에 통신하기 위해 TCP 또는 SCTP를 채용한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에서의 분산 컴퓨터 시스템(500)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1,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2 및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3을 포
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1은 프로세스 A(510)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3은 프로세스 C(520) 및 프로세스
D(530)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2는 프로세스 E(540)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1은 전송 작업 대기열과 수신 작업 대기열을 각각 갖는 대기열쌍 4, 대기열쌍 6 및 대기열쌍 7을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2는 대기열쌍 9를 갖고,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3은 대기열쌍 2 및 대기열쌍 5를 갖는다.
분산 컴퓨터 시스템(500)의 TCP 또는 SCTP는 로컬 대기열쌍을 하나의 원격 대기열쌍에만 연관시킨다. 그러므로, 대기열
쌍 4는 대기열쌍 2와 통신하도록 사용되고, 대기열쌍 7은 대기열쌍 5와 통신하도록 사용되며, 대기열쌍 6은 대기열쌍 9와
통신하도록 사용된다.

  TCP 또는 SCTP에서 하나의 전송 대기열에 배치된 WQE는 연관된 대기열쌍의 수신 WQE에 의해 참조된 수신 메모리
공간에 데이타가 기입되도록 한다. RDMA 연산은 연관된 대기열쌍의 어드레스 공간에 작용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 TCP 또는 SCTP는 하드웨어가 시퀀스 번호를 유지하고 모든 프레임 전달을 확인응답하기 때문
에 신뢰할 수 있다. 하드웨어와 IP 넷 드라이브 소프트웨어의 조합은 어떠한 실패된 통신을 재시도한다. 대기열쌍의 프로
세스 클라이언트는 비트 에러, 수신 언더런 및 네트워크 경쟁의 존재시에도 신뢰적인 통신을 획득한다. IP 넷 패브릭에 대
체 경로가 존재한다면, 패브릭 스위치, 링크 또는 IP 스윗 오프로드 엔진 포트의 장애의 존재시에도 신뢰적인 통신이 유지
될 수 있다.

  추가로, IP 넷 패브릭을 가로질러 신뢰 가능하게 데이타를 전달하기 위해 확인응답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인응답
은 프로세스 레벨 확인응답, 즉 수신 프로세스가 데이타를 소비하는지를 검증하는 확인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확인응답은 데이타가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는지를 유일하게 나타내주는 확인응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 데이타그램 프로토콜(UDP)은 접속이 없다. UDP는 새로운 스위치, 라우터 및 말단 노드를 찾아내서 소정 분산 컴
퓨터 시스템에 통합시키도록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이용된다. UDP는 TCP 또는 SCTP의 신뢰도 보장을 제공하지 않
는다. UDP는 따라서 각각의 말단 노드에서 유지된 아주 적은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작동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데이타 프레임의 예시가 도시되어 있다. 데이타 프레임은 IP 넷 패브
릭을 통해 경로배정되는 정보의 단위이다. 데이타 프레임은 말단노드-대-말단노드 구성(endnode-to-endnode
construct) 이며, 그러므로 말단 노드에 의해 생성되어 소비된다. IPSOE로 향하도록 정해진 프레임에 대하여, 데이타 프레
임은 IP 넷 패브릭에서의 스위치 및 라우터에 의해 발생되지도 소비되지도 않는다. IPSOE로 향하도록 정해진 데이타 프레
임 대신에, 스위치 및 라우터는 단순히 요청 프레임 또는 확인응답 프레임을 궁극적인 목적지에 보다 근접하게 이동시켜,
프로세스에서의 링크 헤더 필드를 수정한다. 라우터는 프레임이 서브넷 경계를 가로지를 때 프레임의 네트워크 헤더를 수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브넷을 가로지르면서, 단일 프레임은 단일 서비스 레벨을 유지한다.

  메시지 데이타(600)는 데이타 세그먼트 1(602), 데이타 세그먼트 2(604) 및 데이타 세그먼트 3(606)를 갖고 있으며, 이
들은 도 4에서 예시된 데이타 세그먼트와 유사하다. 이 예에서, 이들 데이타 세그먼트는 프레임(608)을 형성하며, 이 프레
임은 데이타 프레임(612) 내에서 프레임 페이로드(610)에 위치된다. 추가로, 데이타 프레임(612)은 에러 검사를 위해 사
용되는 순환 중복 검사(CRC)(614)를 포함한다. 또한, 라우팅 헤더(616) 및 전송 헤더(618)가 데이타 프레임(612)에 제공
된다. 라우팅 헤더(616)는 데이타 프레임(612)에 대한 공급지 포트와 목적지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예에서의
전송 헤더(618)는 데이타 프레임(612)에 대한 시퀀스 번호와 공급지 및 목적지 포트를 특정한다. 시퀀스 번호는 통신이 구
축될 때에 초기화되고, 프레임 헤더, DDP/RDMA 헤더, 데이타 페이로드 및 CRC의 각각의 바이트에 대해 1씩 증가한다.
이 예에서의 프레임 헤더(620)는 프레임과 관련된 목적지 대기열쌍 번호와, 다이렉트 데이타 플레이스먼트 및/또는 리모
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DDP/RDMA) 헤더에 데이타 페이로드와 CRC를 더한 것의 길이를 특정한다. DDP/RDMA 헤더
(622)는 메시지 식별자와 데이타 페이로드에 대한 배치 정보를 특정한다. 메시지 식별자는 메시지의 일부인 모든 프레임
에 대해 일정하다. 일례의 메시지 식별자로는 예를들어 전송, 기입 RDMA 및 판독 RDMA가 있다.

  도 7에서, 분산 컴퓨터 시스템(700)과 같은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이 일례의 요청 및 확인응답 트랜잭션을 예시하
기 위해 도시되어 있다. 도 7에서의 분산 컴퓨터 시스템(700)은 프로세스 A(716)를 실행하는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702)
와, 프로세스 B(718)를 실행하는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704)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702)는 IPSOE(706)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704)는 IPSOE(708)을 포함한다. 도 7에서의 분산 컴퓨터 시스템은 스위치(712, 714)를
포함하는 IP 넷 패브릭(710)을 포함한다. IP 넷 패브릭은 IPSOE(706)을 스위치(712)에 연결시키는 링크와, 스위치(712)
를 스위치(714)에 연결시키는 링크와, IPSOE(708)를 스위치(714)에 연결시키는 링크를 포함한다.

  일례의 트랜잭션에서,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702)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A를 포함한다.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704)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B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A는 전송 대기열(724) 및 수신 대기열(726)을 포함하는 대기열
쌍 23(720)을 통해 호스트 IPSOE(706)과 상호작용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B는 전송 대기열(728)과 수신 대기열(730)
을 포함하는 대기열쌍 24(722)를 통해 호스트 IPSOE(708)과 상호작용한다. 대기열쌍 23 및 대기열쌍 24는 전송 작업 대
기열 및 수신 작업 대기열을 포함하는 데이타 구조이다.

  프로세스 A는 작업 대기열 성분을 대기열쌍 23의 전송 대기열에 포스팅함으로써 메시지 요청을 개시한다. 이러한 작업
대기열 성분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A의 메시지 요청은 전송 작업 대기열 성분에 포함된 가더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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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garther list)에 의해 참조된다. 가더 리스트 내의 각각의 데이타 세그먼트는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로컬 메모리 영역의
부분을 가리키며, 가상적으로 연속하는 로컬 메모리 영역은 데이타 세그먼트 1, 2 및 3에 의해 나타내진 바와 같은 메시지
의 일부를 갖고 있고, 각각 도 4에서의 메시지 파트 1, 2 및 3을 유지하고 있다.

  호스트 IPSOE(706)에서의 하드웨어는 작업 대기열 성분을 판독하고, 가상의 연속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를 도 6에 도시
된 데이타 프레임과 같은 데이타 프레임으로 단편화한다. 데이타 프레임은 IP 넷 패브릭을 통해 경로배정되며, 신뢰적인
전달 서비스를 위해 최종의 목적지 말단 노드에 의해 확인응답된다. 성공적으로 확인응답되지 않았다면, 데이타 프레임은
공급지 말단 노드에 의해 재전송된다. 데이타 프레임은 공급지 말단 노드에 의해 생성되고, 목적지 말단 노드에 의해 소비
된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네트워킹 시스템에 사용된 네트워크 어드레싱을 예시하는 다
이아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호스트명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 또는 I/O 어댑터 노드와 같은 호스트 노드에 대한 논리적 식
별을 제공한다. 호스트명은 메시지가 호스트명에 의해 특정된 말단 노드에 존재하는 프로세스로 향하도록 메시지에 대한
말단 포인트를 식별한다. 그러므로, 노드당 하나의 호스트명이 존재하지만, 노드는 복수의 IPSOE를 가질 수 있다.

  말단 노드 구성성분(802)의 각각의 포트(806)에 단일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예를들어, 이더넷 매체 액세스 레이어 어드
레스)(804)가 할당된다. 구성성분은 IPSOE, 스위치 또는 라우터가 될 수 있다. 모든 IPSOE 및 라우터 구성성분은 MAC 어
드레스를 가져야만 한다. 스위치 상의 매체 액세스 포인트 또한 MAC 어드레스가 할당된다.

  말단 노드 구성성분(802)의 각각의 포트(806)에 하나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예를들어, IP 어드레스)(812)가 할당된다. 구
성성분은 IPSOE, 스위치 또는 라우터가 될 수 있다. 모든 IPSOE 및 라우터 구성성분은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가져야만 한
다. 스위치 상의 매체 액세스 포인트 또한 MAC 어드레스가 할당된다.

  스위치(810)의 각각의 포트는 그 스위치와 관련된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스위치(810)는 그 스위
치와 관련된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816)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808)를 갖는 매체 액세스 포트(814)를 가질 수 있
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분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분이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분산 컴퓨터 시스템(900)은 서
브넷(902, 904)을 포함한다. 서브넷(902)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906, 908, 910)와 같은 말단 노드를 포함한다. 서브넷
(904)은 호스트 프로세서 노드(912, 914)와 같은 말단 노드를 포함한다. 서브넷(902)은 스위치(916, 918)를 포함한다. 서
브넷(904)은 스위치(920, 922)를 포함한다.

  라우터는 서브넷을 생성하여 접속시킨다. 예를들어, 서브넷(902)은 라우터(924, 926)로 서브넷(904)에 접속된다. 일례
의 실시예에서, 서브넷은 최대 216개의 말단 노드, 스위치 및 라우터를 갖는다.

  서브넷은 단일 유닛으로써 관리되는 말단 노드 및 캐스케이드형 스위치의 그룹으로써 정의된다. 통상적으로, 서브넷은
단일의 지리적 또는 기능적 영역을 점유한다. 예를들어, 한 실내에 있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 서브넷으로써 정의될 수 있
다. 일실시예에서, 서브넷에서의 스위치는 메시지에 대해 매우 고속의 웜홀(wormhole) 또는 컷-쓰루(cut-through) 경로
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서브넷 내의 스위치는 스위치가 인입 메시지 프레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로배정하도록 하기 위해 서브넷 내에 고유
하게 존재하는 목적지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예를들어, MAC 어드레스)를 검사한다. 일실시예에서, 스위치는 비교적 간단
한 회로이며, 통상적으로 단일의 집적회로로써 구현된다. 서브넷은 캐스케이드형 스위치에 의해 형성된 수백 내지 수천의
말단 노드를 가질 수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더 큰 대형의 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위해, 서브넷은 라우터(924, 926)와 같은 라우터를
가지고 접속된다. 라우터는 목적지 네트워크 레이어 어드레스(예를들어, IP 어드레스)를 해석하고, 프레임을 경로배정한
다.

  스위치의 일례의 실시예가 도 3b에 전반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스위치 또는 라우터 상의 각각의 I/O 패치는 포트를 갖는
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한 포트로부터의 프레임을 동일 스위치 상의 임의의 다른 포트로 경로배정할 수 있다. 서브넷
(902 또는 904)과 같은 서브넷 내에서, 공급지 포트에서부터 목적지 포트까지의 경로는 목적지 호스트 IPSOE 포트의 링
크 레이어 어드레스(예를들어, MAC 어드레스)에 의해 결정된다. 서브넷간에는 목적지 IPSOE 포트의 네트워크 레이어 어
드레스(IP 어드레스)와 라우터 포트의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예를들어, MAC 어드레스)에 의해 경로가 결정되며, 라우터
포트의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는 목적지의 서브넷에 도달하도록 사용될 것이다.

  일실시예에서, 요청 프레임과 요청 프레임의 대응하는 긍정 확인응답(ACK) 프레임에 의해 사용된 경로들은 대칭이 되도
록 요구되지 않는다. 세밀하지 못한 경로배정을 채용한 일실시예에서, 스위치는 스위치의 모든 입력 포트에 대하여 한 세
트의 경로배정 결정 기준을 사용한다. 일례의 실시예에서, 경로 결정 기준은 하나의 경로배정 테이블에 포함된다. 다른 실
시예에서, 스위치는 각각의 입력 포트에 대해 별도 세트의 기준을 채용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데이타 트랜잭션은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단계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데이타 전송 서비스는 사용자-모드 프로세스 또는 커널-모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도 3a, 도 5 및 도 8에 도시된 대기열쌍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기열쌍을 통해 IP 스
윗 오프로드 엔진 하드웨어를 액세스한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본 명세서에서 "버브"로 지칭되는 운영체계 특정 프로그
래밍 인터페이스를 호출한다. 버브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작업 대기열 성분을 소정 대기열쌍 작업 대기열에 포스
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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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성능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면서 상호작용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수의 가능한 작업 대기열 성분 포맷
과, 작업 대기열 성분을 포스팅하는 다수의 가능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용자 프로세스는 우수하게 정의된 방식으
로 버브에 통신하여야 하며, IP 넷 패브릭을 가로질러 전송된 데이타의 포맷 및 프로토콜은 장치가 서로 성질이 다른 벤더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충분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일실시예에서, IPSOE 하드웨어는 작업 대기열 성분 포스팅을 검출하고, 작업 대기열 성분을 액세스한다. 본 실시예에서,
IPSOE 하드웨어는 작업 대기열 성분의 가상 어드레스를 해석 및 검증하고, 데이타를 액세스한다.

  인출 메시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타 프레임으로 분할된다. 일실시예에서, IPSOE 하드웨어는 DDP/RDMA 헤더,
프레임 헤더와 CRC, 전송 헤더 및 네트워크 헤더를 각각의 프레임에 부가한다. 전송 헤더는 시퀀스 번호 및 다른 전송 정
보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헤더는 목적지 IP 어드레스 및 다른 네트워크 경로배정 정보와 같은 경로배정 정보를 포함한다.
링크 헤더는 목적지 링크 레이어 어드레스(예를들어, MAC 어드레스) 또는 다른 로컬 경로배정 정보를 갖고 있다.

  TCP 또는 SCTP가 채용된다면, 요청 데이타 프레임이 그 프레임의 목적지 말단 노드에 도달할 때, 요청 데이타 프레임
발송자가 요청 데이타 프레임이 검증되었고 목적지에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목적지 말단 노드에 의해 확인응
답 데이타 프레임이 사용된다. 확인응답 데이타 프레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효하고 수용된 요청 데이타 프레임을 확
인응답한다. 요청자는 어떠한 확인응답을 수신하기 전에 복수의 대표적 요청 데이타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 일실시예에
서, 복수의 대표적 메시지, 즉 요청 데이타 프레임의 수는 대기열쌍이 생성될 때 결정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구현하기 위한 계층화된 아키텍쳐(1000)의 일실시예가 도 10에 다이아그램 형태로 전반적
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10의 계층화된 아키텍쳐 다이아그램은 데이타 통신 경로의 다양한 레이어와, 레이어간에 주고받은
데이타 및 제어 정보의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IPSOE 말단 노드 프로토콜 레이어(예를들어, 말단 노드(1011)에 의해 채용된)는 컨슈머(1003)에 의해 정의된 상위 레벨
프로토콜(1002), 전송 레이어(1004), 네트워크 레이어(1006), 링크 레이어(1008) 및 물리적 레이어(1010)를 포함한다.
스위치 레이어(예를들어, 스위치(1013)에 의해 채용된)는 링크 레이어(1008) 및 물리적 레이어(1010)를 포함한다. 라우
터 레이어(예를들어, 라우터(1015)에 의해 채용된)는 네트워크 레이어(1006), 링크 레이어(1008) 및 물리적 레이어
(1010)를 포함한다.

  계층화된 아키텍쳐(1000)는 일반적으로 컨슈머(1003, 1005)간에 데이타를 전달하는 컨슈머 연산(1012)을 완료하기 위
해 고전적인 통신 스택의 아웃라인을 따른다. 예를들어 말단 노드(1011)의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하여, 상위 레벨 프로토콜
(1002)은 전송 레이어(1004)에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해 버브를 이용한다. 전송 레이어(1004)는 메시지(1014)를 네트워
크 레이어(1006)에 건네준다. 네트워크 레이어(1006)는 네트워크 서브넷(1016)간에 프레임을 경로배정한다. 링크 레이
어(1008)는 네트워크 서브넷(1018) 내에서 프레임을 경로배정한다. 물리적 레이어(1010)는 비트 또는 비트의 그룹을 다
른 장치의 물리적 레이어에 전송한다. 레이어의 각각은 상위 레이어 또는 하위 레이어가 자신의 기능성을 어떻게 수행하는
지를 알고 있다.

  컨슈머(1003, 1005)는 말단 노드간에 통신하기 위해 다른 레이어를 채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전송 레이어(1004)는 말단에서 말단으로의 메시지 이동을 제공한다. 일실시예에서, 전송 레이어는 전술된 바와 같은 4가
지 유형의 전송 서비스, 즉 통상적인 TCP, TCP를 통한 RDMA, SCTP 및 UDP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레이어(1006)는 목
적지 말단 노드에로의 서브넷 또는 복수의 서브넷을 통한 프레임 경로배정을 수행한다. 링크 레이어(1008)는 링크를 가로
질러 흐름 제어되고(1020) 에러 검사되고 우선순위화된 프레임 전달을 수행한다.

  물리적 레이어(1010)는 기술-종속 비트 전송을 수행한다. 비트 또는 비트의 그룹은 링크(1022, 1024, 1026)를 경유하
여 물리적 레이어간에 건네진다. 링크는 인쇄회로 구리 트레이스, 구리 케이블, 광 케이블 또는 다른 적합한 링크로 실시될
수 있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례의 실시예에 따른 호스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RNIC 인터페이스를 예시하는 다
이아그램이 도시되어 있다. 버브 컨슈머(1156)는 버브(1152)와 버브 드라이버 및 라이브러리(1148)를 통해 1차
RNIC(1100) 및 대체 RNIC(1104)를 액세스한다. 버브 컨슈머(1156)는 1차 RNIC(1100) 및 대체 RNIC(1104)가 각각
RNIC 관리 대기열 버브(1124, 1136)를 호출함으로써 스위치오버/스위치백(S/S)을 지원하는지를 판정한다. RNIC 관리
대기열 버브는 이 예의 실시예에서 RNIC가 스위치오버/스위치백(S/S)을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필드를 포함하는
RNIC 성능을 리턴한다. 버브 컨슈머(1156)는 그 다음에 대기열쌍(QP), 완성 대기열(CQ) 및 S/S 지원과 S/S 비지원에 대
한 메모리 해석 및 보호 테이블(TPT) 엔트리의 범위를 할당하기 위해 RNIC 관리 수정 버브(1124, 1136)를 사용한다.
RNIC 수정 버브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 1차 RNIC(1100) 및 대체 RNIC(1104)는 공통 QP, CQ 및 메모리 TPT 범위
를 공유한다.

  버브 컨슈머(1156)는 완성 대기열(CQ)이 완성 대기열(1176, 1180)과 같이 스위치오버/스위치백(S/S)를 지원할지 아니
면 대기열쌍(QP)(1168, 1188)과 같이 지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생성 CQ 버브를 사용하여 완성 대기열(CQ)을 생성한
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한다면, 생성 CQ 버브는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추가의 수정자(modifier)를 포함한다. RNIC 식별자는 EUI-64 비트 식별자가 될 수 있다. 포트 식별자는 포
트 번호가 될 수 있다. RNIC와 포트 둘다를 식별하기 위해 RNIC의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또다른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한다면,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CQ 콘텍스트(1110, 1118)에 배치된다. 버브 컨슈머
가 S/S 지원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CQ 콘텍스트(1106, 1122)에 배치되지 않는다.

  버브 컨슈머(1156)는 메모리 영역이 메모리 영역(1128, 1132)과 같이 S/S를 지원할지 아니면 메모리 영역(1194, 1196)
과 같이 지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메모리 영역을 등록" 버브(예를들어, "메모리 영역을 등록", "공유 메모리 영역을 등
록", "물리적 메모리 영역을 등록")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메모리 영역을 등록한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한다면,
"메모리 영역을 등록" 버브는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추가의 수정자를
포함한다. RNIC 식별자로는 EUI-64 식별자가 가능하다. 포트 식별자로는 포트 번호가 가능하다. RNIC와 포트 둘다를 식
별하기 위해 RNIC의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또다른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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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IC 및 포트 식별자는 메모리 영역의 메모리 해석 및 보호 테이블(TPT) 엔트리(1128, 1132)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
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메모리 영역의 메모리 TPT 엔트리(1194, 1196)에
배치되지 않는다.

  버브 컨슈머(1156)는 대기열쌍(QP)이 QP(1172, 1184)와 같이 S/S를 지원할지 아니면 QP(1164, 1192)와 같이 지원하
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QP 생성" 버브(Create QP verb)를 사용하여 QP를 생성한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한다
면, "QP 생성" 버브는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추가의 수정자를 포함한
다. RNIC 식별자로는 EUI-64 비트 식별자가 가능하다. 포트 식별자로는 포트 번호가 가능하다. RNIC 및 포트 둘다를 식
별하기 위해 RNIC의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또다른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한
다면,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QP 콘텍스트(1112, 1116)에 배치된다. 버브 컨슈머가 S/S 지원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QP 콘텍스트(1108, 1120)에 배치되지 않는다.

  스위치오버/스위치백 대기열쌍(S/S QP)이 동작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스위치오버 후에 예를들어 대체없이 작동할 때, 버
브 컨슈머(1156)는 "QP 수정" 버브(Modify QP verb)를 사용하여, 대기열쌍(1172, 1184)과 같이 S/S를 작업거부
(quiesce)하고 대체 RNIC를 동일한 대기열쌍 번호로 재할당한다. "QP 수정" 버브는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수정자를 포함한다. RNIC 식별자로는 EUI-64 비트 식별자가 가능하다. 포트
식별자로는 포트 번호가 가능하다. RNIC 및 포트 둘다를 식별하기 위해 RNIC의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또다른 변
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QP 콘텍스트(1112, 1116)에 배치된다.

  S/S RNIC가 동작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스위치오버 후에 예를들어 대체없이 작동할 때, 버브 컨슈머(1156)는
TPT(1128)과 같이 모든 메모리 TPT 엔트리를 대체 RNIC로 필수적으로 재등록하기 위해 "등록을 재동기" 버브(Resync
Registration verb)를 사용한다.

  대체없이도 작동하고 있던 소정 S/S 완성 대기열(CQ)과 관련된 모든 S/S 대기열쌍이 작업거부한 후, 버브 컨슈머(1156)
는 완성 대기열(1176, 1180)과 같이 S/S 완성 대기열을 작업거부하기 위해 "완성 대기열 수정" 버브(Modify CQ verb)를
사용하고, 대체 RNIC를 동일한 완성 대기열 번호로 재지정한다. "완성 대기열 수정" 버브는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
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식별하기 위해 수정자를 포함한다. RNIC 식별자로는 EUI-64 비트 식별자가 가능하다. 포
트 식별자로는 포트 번호가 가능하다. RNIC 및 포트 둘다를 식별하기 위해 RNIC의 MAC 어드레스를 사용하도록 또다른
변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RNIC 및 포트 식별자는 CQ 콘텍스트(1110, 1118)에 배치된다.

  S/S 완성 대기열이 작업거부된 후, 완성 대기열 수정 버브는 완성 대기열을 활성 상태(사용 준비가 된 상태와 같은)에 위
치하도록 사용되며, 완성 대기열과 관련된 각각의 S/S QP에 대해, "QP 수정" 버브는 QP를 활성 상태(전송 준비가 된 상태
와 같은)에 위치하도록 사용된다.

  도 1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2개의 RNIC에 의해 유지되는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과 관련된 일
례의 접속 상태를 예시하는 다이아그램이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각각의 1차, 대체 또는 단일 RNIC는 도 12에 도
시된 상태 정보를 유지한다. 상태 정보는 예를들어 RNIC 내에서는 RNIC, 2개의 RNIC의 조합 등등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호스트 메모리 위치에 유지될 수 있다. 도 12는 상태 정보가 RNIC 내에 유지되는 일례의 경우를 도시한다.

  대기열쌍(1172)과 같은 각각의 RNIC 대기열쌍은 QPCT(1200)와 같은 QP 콘텍스트 테이블(QPCT)에 QPCE0(1204),
QPCE1(1208) 및 QPCEN(1212)와 같은 QP 콘텍스트 엔트리를 갖는다. QPCT(1200)는 QPCT 어드레스(1248)과 같은
QPCT의 어드레스 및 QPCT 길이(1252)와 같은 QPCT의 길이를 갖고 있는 QPCT 레지스터(1244)와 같은 QP 콘텍스트
테이블 레지스터를 통해 액세스된다. QP 콘텍스트 테이블(1200)에서의 각각의 엔트리는 가변 크기의 QPCT 엔트리를 갖
는 QPCT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고정 크기를 갖는다. QPCT에서의 각각의 엔트리는 그 엔트리에 대해 참조된 QP 번호와
관련된 관련 콘텍스트 정보를 갖고 있다. 예를들어, QPCE N(1212)은 QP 번호 N과 관련된 QP 상태 정보를 갖고 있다. QP
번호 N에 대한 상태는 통상적인 QP 콘텍스트 상태(1220)와 같은 통상적인 QP 콘텍스트 상태와, 작업 SQ 스위치오버/스
위치백 콘텍스트(1224)와 같은 작업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상태와, 커미트된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
스트(1228)와 같은 커미트된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상태와, 작업중인 R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1232)와 같은 작업중인 R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상태와, 커미트된 R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36)
와 같은 커미트된 R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상태와,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1240)와 같은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상태를 포함한다.

  통상적인 QP 콘텍스트 상태(1220)는 QP의 상태, QP와 관련된 서비스의 유형, QP와 관련된 TCP 공급지 포트 및 목적지
번호, QP와 관련된 IP 공급지 및 목적지 어드레스와 같은 널리 알려진 QP 콘텍스트 상태 정보를 포함한다.

  작업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24)는 QP가 생성될 때에는 제로로 설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작업중인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Rcv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Rcv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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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작업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필드는 대체 RNIC에 의한 체크포인트 ACK를 통해 체크포인트되지 않았던 정보를
갖고 있다. 1차 RNIC 및 대체 RNIC 둘다는 이러한 필드 전부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WQE 번호"는 전송 대기
열 상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WQE를 식별한다.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은 작업중인 현재 전송
WQE에 대해 처리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는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을 위해 사용될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한다.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은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에서 개시하여 전송될 다음 TCP 세그먼트에 이용 가능한
TCP 윈도우 크기를 식별한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Ack WQE 번호"는 원격 노드에 의해 확인응답되었던 전송 대기열 상
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WQE를 식별한다.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은 작업중인 현재 수신
ACK WQE에 대하여 원격 노드에 의해 응답확인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
중인 시퀀스 번호"는 원격 노드로부터 기대된 다음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하고,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은 원격 노드로부터 역으로 전송된
최종 TCP 윈도우 크기에 기인한 전송 윈도우에서의 변경을 식별하고,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
셋과 관련된다.

  커미트된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28)는 QP가 생성될 때에 제로로 설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커미트된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커미트된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Rcv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Rcv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모든 커미트된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필드는 대체 RNIC에 의한 체크포인트 ACK를 통해 체크포인트되었던 정보를 갖
고 있다. 1차 RNIC 및 대체 RNIC 둘다는 이들 필드 전부를 갖고 있다. "커미트된 현재 전송 WQE 번호"는 체크포인트되었
고 전송 대기열 상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WQE를 식별한다.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은 커미트
된 현재 전송 WQE에 대하여 체크포인트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
호"는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에 대하여 사용될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한다. "다음 전송 TCP 세
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은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에서 개시하여 전송될 다음 TCP 세
그먼트에 이용 가능한 TCP 윈도우 크기를 식별한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ACK WQE 번호"는 원격 노드에 의해 확인응답
되었던 전송 대기열 상에 체크포인트된 가장 최근의 WQE를 식별한다.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
프셋"은 커미트된 현재 수신 ACK WQE에 대하여 원격 노드에 의해 확인응답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는 원격 노드로부터 기대되는 다음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하고,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은 원
격 노드로부터 역으로 전송된 최종 TCP 윈도우 크기에 기인한 전송 윈도우에서의 변경을 식별하고,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작업중인 R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32)는 QP가 생성될 때에 제로로 설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작업중인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모든 작업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필드는 대체 RNIC에 의한 체크포인트 ACK를 통해 체크포인트되지 않았던 정보를
갖고 있다. 1차 RNIC 및 대체 RNIC 둘다는 이러한 필드 전부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WQE 번호"는 수신 대기
열 상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WQE를 식별한다.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은 작업중인 현재 수신
WQE에 대해 처리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는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을 대해 기대된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한다.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은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에서 개시하여 수신될 다음 TCP 세그먼트에 이용 가능한
TCP 윈도우 크기를 식별한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Ack WQE 번호"는 확인응답이 원격 노드에 전송되었던 수신 대기열
상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WQE를 식별한다.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은 작업중인 현재 전
송 ACK WQE에 대하여 원격 노드에 응답확인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
인 시퀀스 번호"는 원격 노드에 전송될 다음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하고,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은 원격 노드에 전송될 다음 TCP 윈도우
크기를 식별하고,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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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트된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36)는 QP가 생성될 때에 제로로 설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커미트된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모든 커미트된 S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필드는 대체 RNIC에 의한 체크포인트 ACK를 통해 체크포인트되었던 정보를 갖
고 있다. 1차 RNIC 및 대체 RNIC 둘다는 이들 필드 전부를 갖고 있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WQE 번호"는 체크포인트되었
고 수신 대기열 상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WQE를 식별한다.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은 커미트
된 현재 수신 WQE에 대하여 처리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는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에 대하여 기대될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한다. "다음 수신 TCP 세그먼
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은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에서 개시하여 전송될 다음 TCP 세그먼
트에 이용 가능한 TCP 윈도우 크기를 식별한다. "커미트된 현재 전송 ACK WQE 번호"는 확인응답이 원격 노드에 전송되
었던 수신 대기열 상에 체크포인트된 가장 최근의 WQE를 식별한다.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
셋"은 커미트된 현재 전송 ACK WQE에 대하여 원격 노드에 확인응답될 다음 바이트를 식별한다. "다음 전송 ACK TCP 세
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는 원격 노드에 전솔될 다음 TCP 시퀀스 번호를 식별하고, 현재 전송 ACK WQE 내
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은 원격 노드에 전송
될 다음 TCP 윈도우 크기를 식별하고,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과 관련된다.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1240)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RNIC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상태
 1차 RNIC 식별자
 1차 RNIC 포트 식별자
 대체 RNIC 식별자
 대체 RNIC 포트 식별자

  대기열쌍(QP)이 생성될 때, RNIC 스위치오버/스위치백(S/S) 상태는 QP 생성 버브의 입력 수정자로써 건네진다. RNIC
S/S 상태가 제로라면, QP는 S/S 디스에이블되고, 1차 필드만이 유효하다. RNIC S/S 상태가 비제로이면, QP는 S/S가 인
에이블되고, 1차 및 대체 필드 둘다가 유효하다.

  1차 RNIC 식별자는 1차 RNIC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RNIC 식별자로는 RNIC의 EIU-64 값이
가능하다. 1차 RNIC 포트 식별자는 QP가 관련되는 1차 RNIC 상의 포트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RNIC 포트 식별자로는 포트 번호 또는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의 조합이 가능하다. 대체 RNIC 식별자는 대체 RNIC
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체 RNIC 포트 식별자는 QP가 관련되는 대체 RNIC 상의 포트를 고유하게 식별하
기 위해 사용된다.

  QP(1176)와 같은 각각의 RNIC CQ는 CQ 콘텍스트 테이블(CQCT)에 CQCE0(1256), CQCE1(1260) 및 CQCEN(1264)
와 같은 CQ 콘텍스트 엔트리를 갖는다. CQCT는 CQCT 레지스터(1284)와 같은 CQ 콘텍스트 테이블 레지스터를 통해 액
세스되며, 이 레지스터는 CQCT 어드레스(1288)와 같은 CQCT의 어드레스와 CQCT 길이(1292)와 같은 CQCT의 길이를
갖고 있다. QP 콘텍스트 테이블 내의 각각의 엔트리는 가변 크기의 CQCT 엔트리를 갖는 CQCT도 사용될 수 있지만 고정
된 크기를 갖는다. CQCT 내의 각각의 엔트리는 그 엔트리에 대한 참조된 CQ 번호와 관련된 관련 콘텍스트 정보를 갖고
있다. 예를들어, CQCE N(1264)은 CQ 번호 N과 과련된 QP 상태 전부를 포함한다. CQ 번호 N에 대한 상태는 통상적인
QP 콘텍스트 상태(1268)와 같은 통상적인 CQ 콘텍스트 상태와, 작업중인 C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상태(1272)
와 같은 작업중인 CQ 콘텍스트 상태와, 커미트된 C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76)와 같은 커미트된 CQ 스위치
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 상태와,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1280)와 같은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상태를
포함한다.

  통상적인 CQ 콘텍스트 상태(1268)는 CQ의 상태와 CQ 내의 엔트리의 총수와 같은 널리 알려진 CQ 콘텍스트 상태 정보
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C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72)는 QP가 생성될 때 제로로 설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현재 완성 CQE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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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인 C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필드는 대체 RNIC에 의한 체크포인트 ACK를 통해 체크포인트되지 않았던 정보를 갖
고 있다. 1차 RNIC 및 대체 RNIC 둘다는 이들 필드 전부를 갖고 있다. "작업중인 현재 완성 CQE 번호"는 완성 대기열 상
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CQE를 식별한다.

  커미트된 C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콘텍스트(1272)는 QP가 생성될 때에 제로로 설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갖고 있다:

  

 커미트된 현재 완성 CQE 번호

  커미트된 CQ 스위치오버/스위치백 필드는 대체 RNIC에 의한 체크포인트 ACK를 통해 체크포인트되었던 정보를 갖고 있
다. 1차 RNIC 및 대체 RNIC 둘다는 이들 필드 전부를 갖는다. "작업중인 현재 완성 CQE 번호"는 체크포인트되었고 완성
대기열 상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CQE를 식별한다.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1280)는 다음의 정보를 갖는다.

  

 RNIC 스위치오버/스위치백 상태
 1차 RNIC 식별자
 1차 RNIC 포트 식별자
 대체 RNIC 식별자
 대체 RNIC 포트 식별자

  QP가 생성될 때, RNIC 스위치오버/스위치백(S/S) 상태는 QP 생성 버브의 입력 수정자로써 건네진다. RNIC S/S 상태가
제로라면, CQ는 S/S가 디스에이블되고, 1차 필드만이 유효하다. 이 경우, S/S가 디스에이블된 RNIC를 갖는 QP만이 CQ
와 관련될 수 있다.

  RINC S/S 상태가 비제로이면, CQ는 S/S가 인에이블되고, 1차 및 대체 필드 둘다가 유효하다. 이 경우, 일치하는 1차 및
대체 RINC를 갖는 QP만이 CQ와 관련될 수 있다.

  1차 RNIC 식별자는 1차 RNIC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RNIC 식별자로는 RNIC의 EIU-64 값이
가능하다. 1차 RNIC 포트 식별자는 CQ가 관련되는 1차 RNIC 상의 포트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RNIC 포트 식별자로는 포트 번호 또는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의 조합이 가능하다. 대체 RNIC 식별자는 대체 RNIC
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체 RNIC 포트 식별자는 CQ가 관련되는 대체 RNIC 상의 포트를 고유하게 식별하
기 위해 사용된다.

  도 13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2개의 RNIC를 통한 접속의 일례의 초기화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산은 RNIC가 스위치오버/스위치백을 지원하는지를 판정하기 위
한 RNIC의 질의로 개시한다(단계 1302). 이 단계는 1차 RNIC로써 선택될 RNIC와 대체 RNIC로써 선택될 RNIC 둘다에
질의한다. S/S를 지원하고 호스트가 S/S RNIC로써 구성하길 원하는 각각의 RNIC에 대해, 호스트는 "RNIC 수정" 버브를
발행한다(단계 1304). "RNIC 수정" 버브는 S/S 및 비S/S를 위해 구성될 QP 번호의 범위와, CQ 번호의 범위와, 메모리 해
석 및 보호 테이블 엔트리의 범위를 선택한다.

  생성되는 각각의 CQ에 대해, 호스트는 "CQ 생성" 버브를 발행한다(단계 1306). "CQ 생성" 버브는 CQ와 관련된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 "메모리 영역 등록" 버브 중의 하나를 통해 등록되는 각
각의 메모리 영역에 대해, 호스트는 메모리 영역과 관련된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
정한다(단계 1308).

  생성되는 각각의 QP에 대해, 호스트는 "QP 생성" 버브를 발행한다(단계 1310). "QP 생성" 버브는 QP와 관련된 RNIC 상
태(1차 또는 대체),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

  "메모리 윈도우 배정" 버브를 통해 배정되는 각각의 메모리 윈도우에 대해, 호스트는 메모리 윈도우와 관련된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 그 결과, 2개의 RNIC, 즉 1차 및 대체 RNIC간의 접속이 초기
화된다.

  도 1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2개의 RNIC를 통한 접속의 일례의 재동기화 프로세스의 흐름도이다. 재동
기화 프로세스는 S/S를 지원하도록 구성되었지만 대체 RNIC없이도 작동하는 1차 RNIC 상의 S/S QP로써 구성되었던 QP
를 대체 RNIC에 할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 1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산은 S/S 및 비S/S에 대해 구성될 QP 번호의 범위와, CQ 번호의 범위와, 메모리 해석 및
보호 테이블 엔트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1차 RNIC의 질의로 개시한다(단계 1320). 대체 RNIC 또한 스위치오버/스위
치백을 지원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질의된다(단계 1320의 일부). 지원한다면, 연산은 단계 "1322"를 지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산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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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1322"에서, 호스트는 대체 RNIC에 대해 "RNIC 수정" 버브를 발행하며, S/S 및 비S/S에 대해 구성될 QP 번호의 범
위와, CQ 번호의 범위와, 메모리 번역 및 보호 테이블 엔트리의 범위를 선택한다. 대체 RNIC 상에 샐성될 각각의 CQ에 대
해, 호스트는 "CQ 생성" 버브를 발행한다(단계 1324). "CQ 생성" 버브는 CQ와 관련된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

  1차 RNIC와 대체 RNIC 사이에 공유될 각각의 메모리 영역에 대해, 호스트는 대체 RNIC 상의 모든 공유 메모리 영역을
등록하기 위해 "공유 메모리 등록" 버브를 사용한다(단계 1326). "메모리 영역" 등록 버브 중의 하나를 통해 등록될 때, 호
스트는 메모리 영역과 관련된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

  대체 RNIC 상에 생성되는 각각의 QP에 대해, 호스트는 "QP 생성" 버브를 발행한다(단계 1328). "QP 생성" 버브는 QP와
관련된 RNIC 상태(대체),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 메모리 윈도우 선정 버브
를 통해 선택되는 각각의 메모리 윈도우에 대해, 호스트는 메모리 윈도우와 관련된 1차 RNIC, 1차 RNIC 포트, 대체 RNIC
및 대체 RNIC 포트를 특정한다(단계 1330).

  1차 RNIC 상에서 재동기화될 각각의 QP에 대해, 호스트는 QP를 작업거부시키기 위해 "QP 수정" 버브를 발행하고, QP
에 RNIC 상태(1차), 1차 RNIC 및 포트, 대체 RNIC 및 포트를 할당한다(단계 1332). 1차 RNIC 상에 재동기화될 각각의
CQ에 대해, CQ에 할당된 모든 QP가 작업거부된 후, 호스트는 CQ를 작업거부하기 위해 "CQ 수정" 버브를 발행하며, CQ
에 RNIC 상태(1차), 1차 RNIC 및 포트, 대체 RNIC 및 포트를 할당한다(단계 1334).

  1차 RNIC 상에서 재동기화될 각각의 CQ에 대해, 호스트는 CQ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CQ 수정" 버브를 발행한다(단계
1336). 1차 RNIC 상에서 재동기화될 필요가 있는 각각의 QP에 대해, 호스트는 QP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QP 수정" 버브
를 발행한다(단계 1338).

  도 13c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1차 RNIC와 대체 RNIC 사이에 사용된 일례의 체크포인트 메시지
를 예시하는 개요도가 제공되어 있다. 도 11로부터, 1차 RNIC(1100) 및 대체 RNIC(1104)는 RNIC와 QP 상태를 통신하기
위해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사용한다. 체크포인팅 메시지는 1차 RNIC와 대체 RNIC를 상호접속시키는 패브릭을 통해 직접
적으로 통신될 수 있다. 체크포인팅 메시지는 예를들어 1차 RNIC와 대체 RNIC 둘다에 의해 액세스 가능한 공유된 시스템
메모리 영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신될 수도 있다.

  도 11은 체크포인팅 메시지가 1차 RNIC와 대체 RNIC를 상호접속시키는 패브릭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송되는 일례의 경
우를 도시한다. 패브릭으로는 근거리 통신망이 가능하며, 메시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TCP 접속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패브릭으로는 또한 PCI, PCI-X 또는 PCI-Express와 같은 메모리 맵핑된 I/O 확장 네트워크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패
브릭으로는 인피니밴드(InfiniBand)와 같은 시스템 에어리어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도 11은 패브릭이 근거리 통신망인 일
례의 경우를 도시한다.

  도 13c는 체크포인팅 메시지(1340)와 같은 모든 체크포인팅 메시지간의 공통 필드를 도시한다. 모든 체크포인팅 메시지
의 제1 필드는 OpCode(1344)와 같은 연산 코드이며, 메시지에 포함된 체크포인트 정보의 유형을 기술한다. 메시지의 다
음 필드는 메시지 길이를 바이트로 기술하는 길이(1348)와 같은 길이이다. 메시지의 최종 필드는 CRC32(1352)와 같은
널리 공지된 iSCSI 32 비트 순환 중복 검사(CRC32)이며, 메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각의 메시지는 길이(1348)
와 CRC32(1352)간에 운반된 필드를 정의한다. OpCode 및 길이 필드의 크기는 도시된 것보다 더 작거나 클 수도 있다. 사
용된 CRC 다항식은 예시된 것과 상이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의 표는 체크포인트 프로세스에 의해 사용된 메시지 유형을 정의하며, 그 다음의 섹션은 체크포인트 메시지의 내용
을 포함한 체크포인트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각각의 OpCode 및 길이의 값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부터 일탈함이 없이 다
음의 표에 나타내어진 것과 상이하게 될 수도 있다.

  

 OpCode  길이  메시지
 x0000  x0000  I am alive
 x0001  x0004  예약됨
 x0002  x0004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전송 콘텍스트
 x0003  x0004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전송 콘텍스트
 x0004  x0004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Ack 콘텍스트
 x0005  x0004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 Ack 콘텍스트
 x0006  x0004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수신 콘텍스트
 x0007  x0004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수신 콘텍스트
 x0008  x0004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Ack 콘텍스트
 x0009  x0004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Ack 콘텍스트
 x000A  x0004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x000B  x0004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도 1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일례의 전송 체크포인팅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개요도가 제공된다. RNIC는 QP WQE 처리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아웃바운드 TCP 체킹포인
팅 세그먼트와 관련된 QP 콘텍스트를 탐색한다. 이하는 QP 콘텍스트(1412)의 SQ(1408)로부터 전송된 아웃바운드 TCP
세그먼트를 체크포인트하기 위해 사용된 체크포인팅 메시지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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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1408)가 아웃바운드 스케쥴링(outbound scheduling)이 준비된 TCP 세그먼트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1차
RNIC(1404)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로컬 카피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상기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에서 업데이트된 후, 1차 RNIC(1404)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
(1416)를 대체 RNIC(1480)에 전송한다. OpCode(1454)는 x0002,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
지(1416)"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5
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작업중인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480)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16)"를 수신하고, 이것을 검증한다. "업데이
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16)"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1458)가 유효하다면, 대체
RNIC(1480)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의 로컬 카피를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16)의 콘텍스트로 업
데이트한다. 대체 RNIC(1480) 상에서의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91224)의 로컬 카피의 업데이트"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480)는 그리고나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1228)의
로컬 카피에 카피한다.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1228)의 다음의 4개의 필드는 대체 RNIC(1480) 상에서 업데이트된다:

  

 커미트된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대체 RNIC(1480)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를 1차 RNIC(1404)에 전송한다. OpCode(1454)는 x0003,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
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커미트된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1차 RNIC(1404)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1차 RNIC(1404)는 커미트된 SQ S/S 콘
텍스트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메시지(1424)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즉,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1228)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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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트된 현재 전송 WQE 번호
 현재 전송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전송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SQ(1408)는 TCP 세그먼트를 아웃바운드 스케쥴러에 위치시키고, 스케쥴러는 TCP 세그먼트를 전송하고(1400), 그 다
음에 SQ(1408)로부터의 TCP 세그먼트를 전송한다.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가 유효하지 않다면 또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
트 전송 메시지(1424)"가 체크포인트 타임아웃 윈도우 이내에서 수신되지 않는다면, 1차 RNIC(1404)는 체크포인트 재시
도 번호에 의해 정의된 횟수까지 "업데이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를 재전송할 것이다. 대체 RNIC(1480)
가 복제된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16)"를 수신한다면, 이전의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전송 메시지(1424)"를 재전송할 것이다. 이 때, 아웃바운드 전송은 체크포인트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TCP ACK 세그먼트가 1차 RNIC(1404)에 의해 수신되고 QP 콘텍스트(1412)의 SQ(1408)과 관련될 때에
사용된 체크포인팅 메시지 흐름이 설명될 것이다. 먼저, 인입 TCP ACK 세그먼트가 중간 속도 매칭 버퍼에 수신된다.
TCP ACK 세그먼트가 유효하지 않다면, 이것은 폐기된다. TCP ACK 세그먼트가 유효하다면, 1차 RNIC(1404)는 작업중
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로컬 카피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1차 RNIC(1404)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2)"를 대체 RNIC(1480)에 전송한다. OpCode(1454)는 x0004,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
트 Ack 메시지(1432)"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의 길이로 설
정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작업중인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세그먼트 번호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480)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2)"를 수신하고, 이것을 검증한다. "작업중
인 SQ S/S 콘텍스트 메시지(1416)"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대체 RNIC(1480)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로컬 카피를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2)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대체
RNIC(1480) 상에서의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로컬 카피의 업데이트"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
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480)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24)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1228)의 로컬 카피에
카피한다.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1228)의 다음의 4개의 필드는 대체 RNIC(1480) 상에서 업데이트된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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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대체 RNIC(1480)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6)"를 1차 RNIC(1404)에 전송한다. OpCode(1454)는 x0005, WMR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
트 Ack 메시지(1436)"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
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커미트된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1차 RNIC(1404)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6)"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6)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1차 RNIC(1404)는 커미트된 SQ S/S 콘
텍스트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6)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즉, 작업중인 SQ S/S 콘
텍스트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Ack WQE 번호
 현재 수신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업데이트 커미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6)"가 유효하지 않거나 체크포인트 타임아웃 윈도우 이내에서 수
신되지 않는다면, 1차 RNIC(1404)는 이 체크포인트 재시도 번호에 의해 정의된 횟수까지 이것을 재전송할 것이다. 대체
RNIC(1480)가 복사된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2)"를 수신한다면, 이전의 "업데이트 커미
트된 S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436)"를 재전송할 것이다. 이 때, 인입 Ack는 체크포인트된 것이다.

  도 1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일례의 수신 체크포인팅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개요도가 제공되어 있다. RNIC는 널리 공지된 TCP/IP 퀸튜플(quintuple) 탐색 알고리듬을 사용
함으로써 인입 TCP 세그먼트와 관련된 QP 콘텍스트를 탐색한다. 인입 TCP 세그먼트가 수신될 때, TCP/IP 퀸튜플 탐색
은 인입 TCP 세그먼트와 관련된 QP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인입 TCP 세그먼트가 QP 콘텍스트(1512)의 RQ(1508)를 대상으로 할 때에 사용된 일례의 체크포인팅 메시
지 흐름이 설명된다. 인입 TCP 세그먼트는 중간 속도 매칭 버퍼에서 수신된다. TCP 세그먼트가 유효하다면, 그 세그먼트
의 최종 목적지에 위치되며, 그렇지 않다면 폐기된다.

  TCP 세그먼트가 최종 목적지에 위치된 후, 1차 RNIC(1504)는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1차 RNIC(1504)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16)"를 대체 RNIC(1580)에 전송한다. OpCode(1554)는 x0006,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
트 수신 메시지(1516)"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의 길이로 설
정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작업중인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580)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16)"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16)이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1562)가 유효하다면, 대체 RNIC(1580)는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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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를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16)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대체
RNIC(1580) 상에서의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의 업데이트는 작업중인 SQ S/S 콘텍스트(1232)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580)는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1236)의 로컬 카피에
카피한다.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1236)의 다음의 4개의 필드는 대체 RNIC(1580) 상에서 업데이트된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대체 RNIC(1580)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를 1차 RNIC(1504)에 전송한다. OpCode(1554)는 x0007,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
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커미트된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1차 RNIC(1504)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RA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1차 RNIC(1504)는 커미트된 RQ S/S 콘
텍스트(1236)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즉,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1236)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커미트된 현재 수신 WQE 번호
 현재 수신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수신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가 유효하지 않거나 체크포인트 타임아웃 윈도우 이내에서 수
신되지 않는다면, 1차 RNIC(1504)는 체크포인트 재시도 번호에 의해 정의된 횟수까지 재전송할 것이다. 대체
RNIC(1580)가 복제된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16)"를 수신한다면, 이전의 "업데이트 커미
트된 RQ S/S 콘텍스트 수신 메시지(1524)"를 재전송할 것이다. 이 때, 인입 전송은 체크포인트된 것다.

  다음은 TCP ACK 세그먼트가 1차 RNIC(1504)로부터 전송되고 QP 콘텍스트(1512)의 RQ(1508)과 관련될 때에 사용된
일례의 체크포인트 메시지 흐름이다. 1차 RNIC(1504)는 작업 R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의 다음의 4개의 필드
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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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1차 RNIC(1504)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2)"를 대체 RNIC(1580)에 전송한다. OpCode(1554)는 x0008,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
트 Ack 메시지(1532)"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의 길이로 설
정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작업중인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580)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2)"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2)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대체 RNIC(1580)는 작업중인 RQ S/
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를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2)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대체
RNIC(1580) 상에서의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의 업데이트는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1232)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작업중인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시퀀스 번호
 다음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작업중인 윈도우값

  대체 RNIC(1580)는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1232)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1236)의 로컬 카피에
카피한다.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1236)의 다음의 4개의 필드는 대체 RNIC(1580) 상에서 업데이트된다:

  

 커미트된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상기의 4개의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대체 RNIC(1580)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를 1차 RNIC(1504)에 전송한다. OpCode(1454)는 x0009,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
다. 길이를 후속하는 5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QP 번호
 커미트된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1차 RNIC(1504)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1차 RNIC(1504)는 커미트된 RQ S/S 콘
텍스트(1236)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즉,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의 다음의 4개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커미트된 현재 전송 Ack WQE 번호
 현재 전송 Ack WQE 내로의 커미트된 바이트 오프셋
 다음 전송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시퀀스 번호
 다음 Ack TCP 세그먼트에 대한 커미트된 윈도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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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가 유효하지 않거나 체크포인트 타임아웃 윈도우 이내에 수신
되지 않았다면, 1차 RNIC(1504)는 체크포인트 재시도 번호에 의해 정의된 횟수까지 재전송할 것이다. 대체 RNIC(1580)
가 복제된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2)"를 수신한다면, 이전의 "업데이트 커미트된 RQ S/S
콘텍스트 Ack 메시지(1536)"를 재전송할 것이다. 이 때, 아웃바운드 Ack는 체크포인트된 것이다.

  도 1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일례의 완성 체크포인팅 작업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개요도가 제공되어 있다. RNIC는 널리 공지된 QP WQE 처리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완성된 작업
대기열 성분과 관련된 CQ 콘텍스트를 탐색하고, 널리 공지된 CQ CQE 처리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CQE를 생성한다.

  다음은 RNIC(1604)에 의해 호스트에 도달된 CQ(1608)에 추가된 완성 대기열 성분을 체크포인트하기 위해 사용된 체크
포인팅 메시지이다. CQ(1608)가 CQ(1608) 내로의 삽입이 준비된 CQE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CQ(1608)는 CQE를
CQ(1608) 내로 삽입시키고,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1272)의 로컬 카피의 다음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완성 CQE 번호

  상기의 필드가 로컬 CQ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1차 RNIC(1604)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
지(1616)"를 대체 RNIC(1680)에 전송한다. OpCode(1654)는 x000A,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지
(1616)"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다. 길이를 후속
하는 2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CQ 번호
 작업중인 현재 완성 CQE 번호

  대체 RNIC(1680)는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16)"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업데이트된 작
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16)"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1662)가 유효하다면, 대체 RNIC(1680)는 작업
중인 CQ S/S 콘텍스트(1272)의 로컬 카피를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516)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대체
RNIC(1680) 상에서의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1272)의 로컬 카피의 업데이트"는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1272)
의 다음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작업중인 현재 완성 CQE 번호

  대체 RNIC(1680)는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1624)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1276)의 로컬 카피에
카피한다.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1276)의 다음의 필드는 대체 RNIC(1680) 상에서 업데이트된다.

  

 커미트된 현재 완성 CQE 번호

  상기 필드가 로컬 QP 콘텍스트에서 업데이트된 후, 대체 RNIC(1680)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
(1624)"를 1차 RNIC(1604)에 전송한다. OpCode(1654)는 x000B,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
(1624)"로 설정된다. 길이는 x0004, 즉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다. 길이를 후속하
는 2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CQ 번호
 커미트된 현재 완성 CQE 번호

  1차 RNIC(1604)는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24)"를 수신하고, 이를 검증한다.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24)가 유효하다면, 예를들어 CRC32가 유효하다면, 1차 RNIC(1604)는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1276)의 로컬 카피를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24)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한다. 즉, 커미트된 CQ S/S 콘텍스
트(1276)의 다음의 필드를 업데이트한다:

  

 커미트된 현재 완성 CQE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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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24)"가 유효하지 않거나 체크포인트 타임아웃 윈도우 이내에서 수신되
지 않는다면, 1차 RNIC(1604)는 체크포인트 재시도 번호에 의해 한정된 횟수까지 재전송할 것이다. 대체 RNIC(1680)가
복제된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CQ S/S 콘텍스트 메시지(1616)"를 수신한다면, 이전의 "업데이트 커미트된 CQ S/S 콘텍스
트 메시지(1624)"를 재전송할 것이다. 이 때, CQE는 체크포인트된 것이다.

  도 1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1차 RNIC 내지 대체 RNIC 스위치오버
메시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개요도가 제공되어 있다. 1차 RNIC(17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796)와
같은 대체 RNIC는 "I Am Alive" 체크포인트 메시지(1704, 1772)와 같은 "I Am Alive" 체크포인트 메시지를 매 N 시간 주
기마다 발행하며, 여기서 N은 "RNIC에 질의" 버브를 통해 질의되고 "RNIC 수정" 버브를 통해 수정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RNIC 속성이다.

  다음은 1차 RNIC(1700)에서 대체 RNIC(1796)으로의 스위치오버를 위해 사용된 일례의 스위치오버 메시지 흐름을 설
명한다. 먼저, 대체 RNIC(1796)는 "I Am Alive" 카운트 다운 타이머를 설정한다. "I Am Alive" 카운트 다운 타이머가 완료
되기 전에 대체 RNIC(1796)가 "I Am Alive" 메시지(1704)를 수신한다면, 타이머는 리셋된다. "I Am Alive" 메시지는
x0000, 즉 "I Am Alive" 메시지(1704, 1750)로 설정된 OpCode(1754)를 갖는다. 길이는 x0003, 즉 "I Am Alive" 메시지
의 길이로 설정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3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RNIC 식별자
 RNIC 포트 번호
 RNIC 포트 번호 상태

  멀티포트화된 RNIC에 대해, "I Am Alive"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길이 필드 후의 가변적인 수의 필드를 운반하도록 구현
될 수 있다(여기서, N은 RNIC에 의해 지원된 최대 포트수이다):

  

 RNIC 식별자
 RNIC 포트의 수
 RNIC 포트 번호 1
 RNIC 포트 번호 상태 1
 RNIC 포트 번호 2
 RNIC 포트 번호 상태 2
 RNIC 포트 번호 N
 RNIC 포트 번호 상태 N

  "I Am Alive" 카운트 다운 타이머가 완료하기 전에 대체 RNIC(1796)가 "I Am Alive" 메시지(1704)를 수신하지 못한다
면, 대체 RNIC는 스위치오버 요청 비동기적 이벤트(1708)를 호스트에 전송함으로써 스위치오버를 개시한다. 호스트는 스
위치오버 요청 비동기적 이벤트(1708)를 수신하고, 질의 RNIC(1712)를 통해 1차 RNIC(1700)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한다.
1차 RNIC(1700)는 질의 RNIC 결과(1716)를 리턴한다.

  질의 RNIC(1712)가 성공하고, 1차 RNIC(1700)가 완전하게 기능하고 무오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질의 RNIC 결과
(1716)가 반영한다면,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A) 스위치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자신이 접속되는 스위치에 대체 RNIC(1796)가 액세스 불가능하게 되도록 요청하고;

  B) "RNIC를 수정(1776)" 버브를 발행함으로써, 대체 RNIC(1796)의 LAN 어드레스(예를들어, 이더넷 MAC 어드레스)를
1차 RNIC(1700) LAN 어드레스 테이블에 추가하고;

  C)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경 프로토콜(예를들어, 그래튜어터스 ARP 응답(gratuitous ARP reply))을 통해, 추가의 LAN
어드레스(즉, 대체 RNIC(1796)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어드레스)가 1차 RNIC(1700)에 대한 어드레스 중의 하나로써 인식
되도록 요청하고;

  D) CQC(1712)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1차 RNIC(1700) 상에서 "CQ를 수정(1790)"을 사용하고;

  E) 1차 RNIC(1700)는 CQC(1712)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내의 RNIC 상태를 대체 상태에서 1차 상태로 변경
시킴으로써 CQC(1712)를 1차 상태에 위치시키며;

  F) QPC(1716)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1차 RNIC(1700) 상에서 "QP를 수정(1788)"을 사용하고;

  G) 1차 RNIC(1700)는 QPC(1716)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에서의 RNIC 상태를 대체 RTS 상태에서 1차 RTS
상태로 변경시킴으로써 QPC(1716)를 1차 RTS 상태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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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D 및 단계 E는 1차 RNIC(17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7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CQ에 대해 수행된다. 개별적인 "CQ를 수정" 버브로써가 아닌 CQ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CQ 세트를 수정" 버브로써 발
행되는 "CQ를 수정(1790)"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CQ를 수정(1790)"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단계 F 및 단계 G는 1차 RNIC(17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7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QP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복수의 개별적인 "QP를 수정" 버브를 전송하기 보다는 QP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QP 세트
를 수정" 버브를 발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QP를 수정(1788)"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질의 RNIC(1712)가 실패한다면(예를들어, 1차 RNIC(1700)가 질의 RNIC 결과(1716)를 리턴하는데 실패함) 또는 질의
RNIC(1712)가 성공하지만 질의 RNIC 결과(1716)가 에러가 있거나 혹은 1차 RNIC(1700)가 에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
준다면,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A) "RNIC를 수정(1720)" 버브를 발행함으로써, 1차 RNIC(1700)의 LAN 어드레스(예를들어, 이더넷 MAC 어드레스)를
대체 RNIC(1796) LAN 어드레스 테이블에 추가하고;

  B) 널리 공지된 스위치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자신이 접속되는 스위치에 1차 RNIC(1700)가 액세스 불가능하게 되도록
요청하고;

  C) 널리 공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경 프로토콜(예를들어, 그래튜어터스 ARP 응답)을 통해, 추가의 LAN 어드레스(즉,
1차 RNIC(1700)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어드레스)가 대체 RNIC(1796)에 대한 어드레스 중의 하나로써 인식되도록 요청
하고;

  D) CQC(1724)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대체 RNIC(1796) 상에서 "CQ를 수정(1782)"을 사용하고;

  E) 대체 RNIC(1796)는 CQC(1724)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내의 RNIC 상태를 대체 상태에서 1차 상태로 변경
시킴으로써 CQC(1824)를 1차 상태에 위치시키며;

  F) QPC(1720)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대체 RNIC(1796) 상에서 "QP를 수정(1780)"을 사용하고;

  G) 대체 RNIC(1796)는 QPC(1720)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에서의 RNIC 상태를 대체 RTS 상태에서 1차 RTS
상태로 변경시킴으로써 QPC(1720)를 1차 RTS 상태에 위치시킨다.

  단계 D 및 단계 E는 1차 RNIC(17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7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CQ에 대해 수행된다. 복수의 개별적인 "CQ를 수정" 버브가 아닌 CQ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CQ 세트를 수정" 버브를 발
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CQ를 수정"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단계 F 및 단계 G는 1차 RNIC(17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7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QP에 대해 수행된다. 개별적인 "QP를 수정" 버브를 발행하기 보다는 QP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QP 세트를 수정" 버브
를 발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QP를 수정(1780)"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도 1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2개의 RNIC에 의해 사용된 일례의 대체 RNIC 디스에이블화 메시
지 흐름 및 프로세스를 예시하는 개요도가 제공되어 있다. 먼저, 도 18에서는 QPC(1816)이 1차 QPC이고, QPC(1820)는
대체 QPC이다. 또한, CQC(1812)는 1차 CQC이고, CQC(1824)는 대체 CQC이다.

  다음은 완전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대체 RNIC(1896)를 디스에이블시키기 위해 사용된 일례의 대체 RNIC 디스에이블화
메시지 흐름이다. 먼저, 1차 RNIC(1896)는 "I Am Alive" 카운트 다운 타이머를 설정한다. "I Am Alive" 카운트 다운 타이
머가 완료되기 전에 1차 RNIC(1700)가 "I Am Alive" 메시지(1804)를 수신한다면, 타이머는 리셋된다. "I Am Alive" 메시
지는 x0000, 즉 "I Am Alive" 메시지(1804, 1850)로 설정된 OpCode(1854)를 갖는다. 길이는 x0003, 즉 "I Am Alive"
메시지의 길이로 설정된다. 길이를 후속하는 3개의 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RNIC 식별자
 RNIC 포트 번호
 RNIC 포트 번호 상태

  멀티포트화된 RNIC에 대해, "I Am Alive"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길이 필드 후의 가변적인 수의 필드를 운반하도록 실시
될 수 있다(여기서, N은 RNIC에 의해 지원된 최대 포트수이다):

  

 RNIC 식별자
 RNIC 포트의 수
 RNIC 포트 번호 1
 RNIC 포트 번호 상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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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IC 포트 번호 2
 RNIC 포트 번호 상태 2
 RNIC 포트 번호 N
 RNIC 포트 번호 상태 N

  "I Am Alive" 카운트 다운 타이머가 완료하기 전에 1차 RNIC(1800)가 "I Am Alive" 메시지(1804)를 수신하지 못한다
면, "디스에이블 대체 RNIC 비동기적 이벤트(1808)"를 호스트에 전송함으로써 대체 RNIC의 디스에이블화를 개시한다.
호스트는 "디스에이블 대체 RNIC 비동기적 이벤트(1808)"를 수신하고, 질의 RNIC(1812)를 통해 대체 RNIC(1896)를 액
세스하도록 시도한다. 대체 RNIC(1896)는 질의 RNIC 결과(1816)를 리턴한다.

  질의 RNIC(1812)가 성공하고, 대체 RNIC(1896)가 완전히 작동하고 무오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질의 RNIC 결과(1816)
가 반영한다면,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A) "RNIC를 수정(1820)"을 발행함으로써 1차 RNIC(1800)의 LAN 어드레스(예를들어, 이더넷 MAC 어드레스)를 대체
RNIC(1896) LAN 어드레스 테이블에 추가하고;

  B) 널리 공지된 스위치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1차 RNIC(1800)가 자신이 접속되는 스위치에 액세스 불가능하게 되도록
요청하고;

  C) 널리 공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경 프로토콜을 통해(예를들어, 그래튜어터스 ARP 응답), 추가의 LAN 어드레스(즉,
1차 RNIC(1800)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추가의 어드레스)가 대체 RNIC(1896)에 대한 어드레스 중의 하나로써 인식되도
록 요청하고;

  D) CQC(1824)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대체 RNIC(1896) 상에서 "CQ를 수정(1882)"을 사용하고;

  E) 대체 RNIC(1896)는 CQC(1824)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내의 RNIC 상태를 대체 상태에서 1차 상태로 변경
시킴으로써 CQC(1824)를 1차 상태에 위치시키고;

  F) QPC(1820)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대체 RNIC(1896) 상에서 "QP를 수정(1880)"을 사용하고;

  G) 대체 RNIC(1896)는 QPC(1820)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에서의 RNIC 상태를 대체 RTS 상태에서 1차 RTS
상태로 변경시킴으로써 QPC(1820)를 1차 RTS 상태에 위치시킨다.

  단계 D 및 단계 E는 1차 RNIC(18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8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CQ에 대해 수행된다. 복수의 개별적인 "CQ를 수정" 버브를 발행하기 보다는 CQ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CQ 세트를 수
정" 버브를 발행하는 최적화가 "CQ를 수정(1882)"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단계 F 및 단계 G는 1차 RNIC(18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8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QP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복수의 개별적인 "QP를 수정" 버브를 발행하기 보다는 QP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QP 세트
를 수정" 버브를 발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QP를 수정(1880)"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질의 RNIC(1812)가 실패한다면(예를들어, 대체 RNIC(1896)가 질의 RNIC 결과(1816)를 리턴하는데 실패함) 또는 질의
RNIC(1812)가 성공하지만 질의 RNIC 결과(1816)가 에러가 있거나 혹은 대체 RNIC(1896)가 에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면,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A) 널리 공지된 스위치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자신이 접속되는 스위치에 대체 RNIC(1896)가 액세스 불가능하게 되도록
요청하고;

  B) "RNIC를 수정(1876)" 을 발행함으로써, 대체 RNIC(1896)의 LAN 어드레스(예를들어, 이더넷 MAC 어드레스)를 1차
RNIC(1800) LAN 어드레스 테이블에 추가하고;

  C) 널리 공지된 네트워크 어드레스 변경 프로토콜(예를들어, 그래튜어터스 ARP 응답)을 통해, 추가의 LAN 어드레스(즉,
대체 RNIC(1896)에 의해 이전에 사용된 어드레스)가 1차 RNIC(1800)에 대한 어드레스 중의 하나로써 인식되도록 요청
하고;

  D) CQC(1812)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1차 RNIC(1800) 상에서 "CQ를 수정(1890)"을 사용하고;

  E) 1차 RNIC(1800)는 CQC(1812)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내의 RNIC 상태를 대체 상태에서 1차 상태로 변경
시킴으로써 CQC(1812)를 1차 상태에 위치시키고;

  F) QPC(1816)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 1차 RNIC(1800) 상에서 "QP를 수정(1888)"을 사용하고;

  G) 1차 RNIC(1800)는 QPC(1816)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에서의 RNIC 상태를 대체 RTS 상태에서 1차 RTS
상태로 변경시킴으로써 QPC(1816)를 1차 RTS 상태에 위치시킨다.

공개특허 10-2005-0057185

- 24 -



  단계 D 및 단계 E는 1차 RNIC(18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8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CQ에 대해 수행된다. 복수의 개별적인 "CQ를 수정" 버브를 발행하기 보다는 CQ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CQ 세트를 수
정" 버브를 발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CQ를 수정(1890)"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단계 F 및 단계 G는 1차 RNIC(1800)와 같은 1차 RNIC 및 대체 RNIC(1896)와 같은 대체 RNIC를 가지고 구축되었던 모
든 QP에 대해 수행된다. 복수의 개별적인 "QP를 수정" 버브 보다는 QP의 리스트를 수정하는 "QP 세트를 수정" 버브를 발
행하는 것을 수반하는 최적화가 "QP를 수정(1888)"에 대해 수행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RNIC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 지원이 제공된다. 1차 RNIC 상에서 계획되
거나 계획되지 않은 동작불능이 발생할 때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제공된 메카니즘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모든 접
속이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되며, 대체 RNIC는 통신 처리를 지속한다.

  본 발명이 전체적으로 기능상의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설명되었기는 하지만, 본 발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프로세스가 명령어와 다양한 형식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의 형태로 배포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이 분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유형의 신호 내장 매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의 예로는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RAM, CD-
ROM, DVD-ROM 등의 기록 가능한 타입의 매체와, 디지탈 및 아날로그 통신 링크, 예를들어 무선 주파수와 광파 전송과
같은 전송 형식을 이용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 링크 등의 전송 타입 매체가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는 특정 데이
타 처리 시스템에서의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 디코딩되는 부호화된 포맷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예시 및 설명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본 발명의 개시된 형태로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본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한 수정 및 변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1차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콘트롤러(RNIC)와 대체 RNIC
간의 스위치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가 공통 대기열쌍을 공유하도록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에 대한 공통 대기열
쌍을 생성하는 단계와;

  스위치오버 이벤트를 검출하는 단계와;

  스위치오버 이벤트의 검출에 응답하여, 대기열쌍의 취급을 상기 1차 RNIC로부터 상기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하는 단
계

  를 포함하는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대기열쌍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가 대기열 범위 이내에서 대기
열을 공유하도록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에 대기열 범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
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통 대기열쌍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에 메모리 해석 보
호 테이블 엔트리의 범위를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가 공통 완성 대기열을 공유하도록 상기 1차 RNIC와 상기 대체 RNIC에 대한 공통 완
성 대기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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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오버 이벤트가 검출되는 경우 상기 공통 완성 대기열의 연산을 상기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열쌍의 취급을 상기 1차 RNIC로부터 상기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
하는 단계는,

  상기 1차 RNIC에 대한 어드레스를 상기 대체 RNIC의 어드레스 테이블에 추가하는 단계와;

  상기 1차 RNIC를 상기 1차 RNIC 및 상기 대체 RNIC에 접속된 스위치에 액세스 불가능하게 하는 단계와;

  상기 스위치에서 상기 1차 RNIC의 어드레스를 상기 대체 RNIC에 대한 어드레스로서 인식 가능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대기열쌍의 취급을 상기 1차 RNIC로부터 상기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
하는 단계는,

  상기 대체 RNIC가 상기 1차 RNIC로서 인식되도록 완성 대기열 콘텍스트에 대한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정보
를 수정하는 단계와;

  상기 대체 RNIC가 상기 1차 RNIC로서 인식되도록 대기열쌍 콘텍스트에 대한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정보를
수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단계는 RNIC 스위치오버 상태, 1차 RNIC 식별자, 1차 RNIC 포트 식별자,
대체 RNIC 식별자 및 대체 RNIC 포트 식별자 중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1차 및 대체 RNIC 식별 콘텍스트 데이타 구조
를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정보를 유지하는 단계는 상기 1차 RNIC 및 상기 대체 RNIC의 각각의 공통 완성
대기열에 대한 엔트리를 갖는 완성 대기열 콘텍스트 테이블을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스위치오버 수행 방법.

청구항 9.

  컴퓨터 시스템에 로딩되어 실행될 때 컴퓨터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의 단계들을 수행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성분들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10.

  1차 RNIC와 대체 RNIC를 갖는 데이타 처리 시스템에서 데이타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데이타 세그먼트를 수신하는 수단과;

  상기 1차 RNIC에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수단과;

  업데이트된 작업중인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상기 대체 RNIC에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대체 RNIC로부터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크포인팅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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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의 로컬 카피를 상기 업데이트 커미트된 전송 대기열 스위치오버 콘텍스트 체
크포인팅 메시지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는 수단과;

  전송 대기열로부터 상기 데이타 세그먼트를 전송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데이타 세그먼트 전송 장치.

요약

  RNIC(RDMA 가능한 NIC) 스위치오버 및 스위치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및 분산 데이타 처리 시
스템이 제공된다. 1차 RNIC 상에서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동작불능이 발생할 때에 본 발명에서 제공된 메카니즘을 사
용하면, 남아있는 모든 접속이 대체 RNIC로 스위치오버되며, 대체 RNIC는 통신 처리를 지속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공
된 메카니즘을 사용하면, 접속이 스위치백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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