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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비동기 전송 모드를 이용한 통신 망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사용자의 터미널을 공중망에 접속하는 광대역 사
용자-망 접속의 트래픽 제어장치 및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B-TE와,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 경로 식별자들을 고정 할당하고, 상기 고정 할당된 
가상 경로 식별자들과 가상 채널 식별자를 통해 수신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로칼 교환기와, 상기 로칼 교환기에 접속
되어 송수신 되는 신호를 변복조하여 출력하는 B-NT1을 구비한 비동기 전송 모드의사용자 - 망 접속 장치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로 부터의 호 설정 요구정보를 분석하여 트래픽의 클래스와 QOS와 목적지의 
주소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정보로서 연결 수락을 제어함과 동시에 전송 대역폭의 정보를 출력하고 VCI를 할당하여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QAM과, 상기 연결 수락 제어를 통하여 연결 설정된 호가 발생시킨 셀은 헤
더에 있는 CFC 기능 필드의 정보를 분석하여 다수의 터미덜이 사용하는 공유 미디어를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
과 셀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CFC와, 상기 QAM으로부터 출력되는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
보에 의해 상기 연결 수락 제어에 의해서 셀들이 협약한 파라미터를 준수하는가를 감시하여 이의 정보를 QAM에 통보
하고, 해당 셀 헤더 내의 CLP 비트를 제어하여 이의 상태에 따라 셀의 전송, 세이핑, 폐기를 실행하는 TCB와, 상기 트
래픽 제어기에 접속되어 있으며 입력되는 셀 스트림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스위치와 물리 계층을 경유하여 B-
NT1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으며, 셀 헤더내의 VPI와 VCI를 경로 설정 참조표를 이용 교체하여 전송하는 통계적 다중화
기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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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CCITT 권고안에서 권고된 사용자-망 인터페이스의 구성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광대역 제2 망 종단장치(B-NT2)의 불럭 구성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로칼 교환기(LEX)의 블럭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 경로 식별자(VPI) 및 가상 채널 식별자(VCI)의 할당도.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제어 블럭(TCB)의 블럭 구성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제어 처리 흐름도.

제7도 내지 제9도는 제6도의 폴리싱(Policing) 처리 루틴의 상세 흐름도.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 경로내의 가상 채널의 트래픽 제어를 위한어드레스 조합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맵.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파라미터 풀과 멀티 룰 베이스의 메모리 맵.

제12A도와 제12B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간 가변 윈도우 트래픽 제어 처리부 및 이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광대역 터미널 장비 12 : 광대역 제2망종단장치

14 : 광대역 제2망종단장치 16 : 로칼 교환기

18 : 매체 흐름 제어부 26 : 연결제어블럭

32 : 트래픽 제어블럭 34 : 스위치

36 : 통계적 다중화기 40 : 폴리싱 제어부

42 : 셀 헤더 레지스터 43 : 셀 스트림 제어기

44 : 레지스터 46 : 파라미터 풀

48 : 멀티 룰 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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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비동기 전송 모드(ATM:Asynchronous Transfer Mode)를 이용한 통신 망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사용자
의 터미널을 공중망에 접속하는 광대역 사용자-망 접속(Broadband User- Network Interface)의 트래픽 제어장치 
및 제어 방법에 관한것이다.

    
B-ISDN(Broadband-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의 사용자-망 접속에대한 규정은 국제 규격인 국제 전
신 전화 자문회의(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이하 "CCITT" 라함)에서 정
의하고 있는 권고안 I.413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본구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N-
ISDN)의 참조 모델을 기초로 하여 각 기능그룹과 기준점에 대한 표준을 B-ISDN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형태
를 갖추고 있다.
    

    
제1도는 CCITT권고안에서 권고된 B-ISDN의 사용자 영역(User plan)의 구성도로서, 이는 기존의 ISDN의 참조 모
델을 구성하는 각 기능에 "B"자 만을 더 첨가하여 광대역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각 기능그룹은 B-T
E(Broadband-Terminal Equipment)(10)와, B-NT2(Broadband-Network Termination2)(12)와, B-NT1(14)
와, 로칼 교환기(Local Exchange:LEX)(16)등의 필수 기능그룹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외에 광대역용이 아닌 기존의 
터미널 장비인 TE (Terminal Equipment)(도시하지 않았음)가 있고, 상기 NT2(12)에 상기 TE를 상기 접속하여 광
대역 기능을 가지도록하는 B-TA(Braodband-Terminal Adapter)가 상기 TE와 상기NT2(12)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다. 이와같은 기능그룹과 더불어서 각 기능그룹들의 고유의 기능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다. 제1도에서 Sb, 
Tb, Rb등이 각 블럭의 공유 기능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다. 상기 제1도에서, B-TE(10)는 광대역 통신기능을 갖추고 있
는 각종 통신 장비들의 통칭으로 전화, 팩시밀리, 텔레비젼, 컴퓨터 등의 제품들과 보다 진보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등장
하고 있는 멀티 미디어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멀티 미디어 시스템은 상기와 같은 통신 단말 보다는 지능적인 기능
을 보유한 장비임을 이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B-NTl(14)은 OSI 참조 모델의 1계층인 물리 계층의 역할로써 물리적인 송, 수신을 위한 변/복조기능을 담당하고 그
에 필요한 운영과 유지보수(Operation and Maintenance)(OAM) 기능을 수행한다.

    
B-NT2(12)는 OSI 참조 모델의 계층 1과 계층 2 이상의 상위 계층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결 수락 제
어(CAC:Connection Admission Control) 기능, 매체 흐름 제어(GFC:Generic Flow Contro1) 기능, 멀티 플렉싱, 
디멀티 플렉싱기능, 자원 관리 기능, 시그널링 기능,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Usage Parameter Contro1) 기능, 그리
고 내부 터미널들 사이의 스위칭 기능등 사용자-망접속(User-Network Interface)(이하 "UNI"라함)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총괄하고 있다.
    

TE와 B-NT2(12)의 사이에 접속된 B-TA는 광대역 기능을 갖추지 못한 기존의 단순, 저속, 저기능 터미널들을 광대
역 통신 기능으로 정합하여 주기 위한 매개 역할을 하고,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연동을 위한 변환기능을 수행하기도 한
다. 따라서 저속의 속도를 알맞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고 트래픽의 모양새를 조절하기 위한 셰이핑(shaping)기능을 
첨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 네트워크내의 각 기능과 더불어서 B-ISDN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목적하는 노드까지 스위칭 기능을 수
행하는 LEX(16)는 UNI의 구성은 아니지만 사용자와 네트워크의 접면에서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의 사용 파라
미터의 모니터링과 제어를 수행하고 네트워크 내에서의 혼잡등이 발생한 상황들을 UNI 기능의 운영 및 유지보수(OA
M)를 담당하는 파트(Part)에 통지하여 필요로 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OAW)를 수행한다. 상기와 같은 UNI(H)는 제
1도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기능 그룹의 계층별 구성(L)이 존재한다. 물리 계층((PHY)은 광통신을 이용한 매체에서 
직접 전기 신호를 수신하거나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ATM 계층(ATM)은 물리 계층을 통하여 입력된 정보 전송 
단위인 셀을 제어하는 모든 트래픽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AAL계층(AAL:ATM Adaptation Layer)은 B-TE(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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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위로부터 전달된 큰 단위의 데이타를 ATM계층에서 사용하는 셀 크기로 분할하고 정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
기 제1도에서 계층별 구조의 도시중 화살표로 도시된 셀 스트림의 방향은 네트워크로 향하는 업 스트림(Up stream)을 
나타낸다.
    

    
상기 제1도의 구성에서, B-NT2(12)의 연결 수락 제어(CAC)는 호 설정 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행하는 모든 제어
를 총 망라하여 정의하고 있다. 예를들면, 사용자의 호 설정 요구가 있을때 그 요구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
서 연결을 수락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정도의 자원(대역폭, 버퍼용량 등)을 할당하고 가상 경
로 식별자(VPI:Virtual Path Identifier), 가상 채널식별자(VCI:Virtual Channel Identifier)를 부여한다. 또한 목적
지까지의
    

    
경로(Routing) 설정 기능도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호 설정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트래픽의 특성을 정
의한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Source traffic Descriptor)와 그 서비스가 요구하는 품질을 규정한 서비스의 품질(Qu
ality of Service)(QOS)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결 수락 제어(CAC)는 현재 서비스 중인 다른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받고있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재협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매체 흐름 제어(GFC) 기능은 B-TE(10)와 B-NT2(12) 사이의 트래픽 흐름을 조절한다. 즉, 네트워크로 향하는 트
래픽들의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는 문제와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제어 대상이다.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는, 연결 수락된 호가 미리 요구된 트래픽(통화로 연결전 미리 요구한 협정 파라미터)를 준
수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시에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기능이다. 즉, 협정된 파라미터를 위
반한 트래픽이 네트워크 내에서 발생시키는 혼잡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처리율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상기
와 같은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는 크게 두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기능은 호 설정시에 
트래픽의 특성을 기술한 파라미터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사용 파라미터 제어는 모니터링 기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의 예로서는 현재 많이 발표된 물통(Bucket)형과 창(Window)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번째 기능은 사용 대역폭의 정도를 위반한 셀(Cel1)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우선 셀 폐기 
비트(Cell Loss Priority)(CLP)의 상태를 검사한다. 그리고 태그(Tag)기능에 의하여 CLP 비트를 세트하여 네트워크
로 전송한 후에 네트워크 내에서 혼잡이 발생한 경우에만 상기 CLP비트가 세트된 셀을 제거하거나 위반 셀은 무조건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임시 버퍼에 저장하여 셰이핑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잘못된 트래픽의 상태를 검색하
는 기능 파트의 우수성 여부이고, 둘째 모니터링하는 시간 간격에 대한 선택성 여부이며, 셋째 위반한 파라미터에 대한 
신속한 응답여부이다. 그리고, 넷째는 구현의 용이성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에 사용자의 트래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QOS의 보완성 여부와 상황에 따른 자원의 할당문제등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로 그 중요
성이 재고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의 알고리즘으로는 Leaky Bucket, Jumping Window, 그리
고 Moving Window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기능과 여러가지 부가 기능들을 첨삭한 다양한 종류의 기법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연결 수락 제어(CAC)와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를 위해서는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와 QOS가 알맞게 

 - 4 -



등록특허 10-0293920

 
정의되어야 한다.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는 소스 트래픽 파라미터의 집합으로 해당하는 소스 트래픽의 특성을 잘 반영
해야 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스 트래픽은 셀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온(On) 상태와, 
셀이 발생되지 않는 오프(Off)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온-오프 트래픽, 셀율(Cell rate)이 시간에 대해서 계단형
의 형태를 가지고 가변되는 계단형 가변 트래픽, 그리고 변하지 않는 셀율을 가지는 고정 셀율 트래픽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상기와 같은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스 트래픽 파라미터로는 최대 셀율, 평
균 셀율, 버스트성 셀율, 평균 셀율지속 시간 등이 있다. QOS로는 셀 손실율(Cell Loss Ratio), 셀 지연(Cell Delay), 
셀 지연 변동(Cell Delay Variation) 등이 있다.

    
한편, 자원 관리(Resource Mangement)(RM)의 기능은 요구되는 서비스의 등급(Grade of Service)(GOS)과 QOS 
등을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전송 기능, 스위칭 기능, 그리고 콘트롤 기능등을 잘 활용하도록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는 기
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에는 전송 대역폭과 전송 용량에 따른 버퍼 용량이 있다. 자원 할당
을 위한 기능에는 호 설정시에 연결 수락 제어(CAC)의 기능에 의하여 대역폭을 할당하는 것과, 이미 호가 설정되어 서
비스중에 발생되는 대역 할당 요구 즉, 사용 파라미터 제어 기능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역의 요구에 대해서 실시간의 처
리를 해야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 관리(RM) 기능의 간편 용이성 뿐 만아니라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트래픽에 대한 올바른 제어 기능까지도 손쉽게 
하여준 방법으로는 가상 경로(Virtual Path)(AP)를 설정하여 트래픽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상기와 같은 가상 경로
(VP)를 이용한 트래픽 제어 방법은 연결 수락 제어(CAC)시에 가상 채널 접속(Virtual Path Connection)(VPC)의 종
단에서 수락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트래픽의 통과 노드(Transmission Node)에서는 VPC와 같은 제어 처리가 필요하
지 않으므로 상당히 신속하고 용이한 제어가 가능하다. 스위칭 노드에서는 가상 경로 식별자(Virtual Path Identifier)
(VPI)에 대한 참조표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참조표의 갱신에 의한 신속한 경로의 재설정이 가능하다. 다수의 가상 채널
(Virtual Channel)(VC)들은 묶음 다발로 처리하여 소수의 가상 경로(VP)에 대한 제어를 하므로 전체적인 제어 기능
의 단순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아키텍쳐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한편, 자원관리(RM)에 있어서, 대역폭을 할당하는 방법은 최대치 할당 방법과 통계적 할당 방법의 두가지로 크게 나누
어 볼 수 있다. 최대치 할당 기법은 물론 통계적 다중화 이득이 없으며 사용 효율(Utilization)은 대단히 낮다. ATM 전
송방식의 대표적인 특성인 통계적인 다중화 이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최대치의 대역을 할당하지 않고 얼마나 적은 대
역폭을 할당하고서도 이미 설정되어 서비스중인 호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대역을 할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요 문제이다.
    

    
상기 제1도와 같이 구성되는 UNI의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B-ISDN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싱 기능을 가진다. 상기 제1 도와 같이 구성된 UNI(H)는 호의 연결이 수락된 B-TE(10)들이 요구하
는 서비스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제1도와 같은 UNI(H)에서 수행되는 주요 기능은 사용자의 호 설정 요
구에 대해서 적절한 자원의 분배와 가상 경로 식별자(VPI)/가상채널 식별자(VCI)를 할당하고 트래픽을 적절하게 제어
하여 네트워크 내에서의 혼잡을 미리 예방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혼잡을 해소하며, 주어진 자원들의 효율을 극대화하
여 네트워크 전체를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등에 대비한 다양성과 유연성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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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올바른 제어의 난해성과 구현에 
있어서의 복잡성은 ATM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
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가상 경로(VP)를 고정 할당하여 사용자의 트래픽의 종류에 따라 트래
픽 제어를 수행하는 사용자-망 접속 장치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연결 수락 제어, 사용 파라미터 제어, 대역폭 할당을 위한 자원관리, 연결 수락 제어와 관련된 
시그널링,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망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네트워크가 수행해야 했던 많은 기능들을 B-NT2에 분산시켜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부하
를 경감시킨 사용자-망 접속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서비스의 다양성 정도에 한계를 설정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단순화한 사용자-망 접속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B-TE와,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 경로 식별자들을 고
정 할당하고, 상기 고정 할당된 가상 경로 식별자들과 가상 채널 식별자를 통해 수신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로칼 교환
기와, 상기 로칼 교환기에 접속되어 송수신 되는 신호를 변복조하여 출력하는 B-NT1을 구비한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
용자 - 망 접속 장치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로 부터의 호 설정 요구정보를 분석하여 트래
픽의 클래스와 QOS와 목적지의 주소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정보로서 연결 수락을 제어함과 동시에 전송 대역폭의 
정보를 출력하고 VCI를 할당하여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QAM과, 상기 연결 수락 제어를 통하여 연
결 설정된 호가 발생시킨 셀은 헤더에 있는 CFC 기능 필드의 정보를 분석하여 다수의 터미널이 사용하는 공유 미디어
를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과 셀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CFC와, 상기 QAM으로부터 출
력되는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에 의해 상기 연결 수락 제어에 의해서 셀들이 협약한 파라미터를 준수하는가를 
감시하여 이의 정보를 QAM에 통보하고, 해당 셀 헤더 내의 CLP 비트를 제어하여 이의
    

상태에 따라 셀의 전송, 세이핑, 폐기를 실행하는 TCB와, 상기 트래픽 제어기에 접속되어 있으며 입력되는 셀 스트림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스위치와 물리 계층을 경유하여 B-NT1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으며, 셀 헤더내의 VPI와 V
CI를 경로 설정 참조표를 이용 교체하여 전송하는 통계적 다중화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
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B-NT2(12)의 블럭 구성도이다. 상기의 B-NT2(12)는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능 
그룹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그룹으로 모든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들면, 전술한 바와 같은 연결 수락 제어(CAC), 
매체 흐름 제어(GFC), 사용 파라미터 제어(UPC), 자원 관리(RM),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OAM)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연결제어(CC:Connection contro1)등을 수행한다.

    
물리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로 부터의 호 설정 요구정보를 분석하여 트래픽의 클래스와 QOS와 목적지의 
주소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정보로서 연결 수락을 제어함과 동시에 전송 대역폭의 정보를 출력하고 VCI를 할당하여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연결제어블럭(CCB: Connection Contro1 Block)(26)과; 상기 연결 수락 

 - 6 -



등록특허 10-0293920

 
제어를 통하여 연결 설정된 호로 부터 발생된 셀의 수신에 의해 셀 헤더에 있는 GFC 기능 필드의 정보를 분석하여 다
수의 터미널이 사용하는 공유 미디어를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과 셀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
하는 GFC(18)와; 상기 CCB(26)로부터 출력되는 모니터링 제어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GFC(18)의 연결 수락 제어에 
의한 셀들이 협약한 파라미터를 준수하는가를 감시하여 이의 정보를 CCB(26)에 통보하고, 해당 셀 헤더 내의 CLP비
트를 제어하여 이의 상태에 따라 셀의 전송, 셰이핑, 셀 폐기를 실행하는 트래픽 제어기(Traffic Contro1 Block:TCB)
(32)와; 상기 트래픽 제어기(32)에 접속되어 있으며 입력되는 셀 스트림을 스위칭하는 스위치(34)와; 상기 스위치(3
4)와 물리 계층을 경유하여 B-NTl(14)의 사이에 접속되어 있으며, VPI와 VCI를 경로 설정 참조표(Routing Look-
Up Table)를 이용 교체하여 전송하는 통계적 다중화기(36)로 구성된다.
    

    
상기 제2도의 구성중, 상기 CCB(26)는 호 설정 요구 정보의 수신하여 처리하는 시그날링 처리부(20)와, 상기 시그날
링 처리부(20)를 통한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에 포함된 트래픽의 클래스 레벨 및 QOS를 분석하여 자원할당 요구신호
를 출력하고, 자원 할당이 가능할 경우 동일 클래스내네서 사용하지 않는 가상 채널 식별자(VCI)를 할당하는 CAC(22)
와, 상기 CAC(22)의 자원 할당 요구에 응답하여 대역폭을 할당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자원
관리부(2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TCB(32)는 상기 자원관리부(24)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된 
가입자가 상기 CAC(22)의 연결 수락 제어를 통하여 협약한 파라미터를 감시하며, 감시 결과 협약 사항을 위반시 대역 
할당여부 신호를 출력하는 모니터링 관리기(28)와, 상기 모니터링 관리기(28)로부터 출력되는 대역 할당 여부 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동일 클래스의 현재 사용중인 대역폭을 분석하고,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역폭 할당 가능 여부를 
자원관리부(24)에 전달하고 그 응답에 따라서 추가 대역의 할당, 셰이핑, 셀 폐기등을 결정하는 대역폭 관리기(3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의 제2도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셀 스트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네트워크로 향하는 업 스트림(Up-s
tream)이며.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시그날링을 포함하는 제어신호들의 흐름을 나타낸다. 상기에서 할당 가능한 
정도의 대역에 대한 정보는 자원관리부(24)에 저장되어 있는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우선 제 2 도의 구성에 따른 동작을 살피면 하기와 같다.

먼저 연결 수락 제어를 위한 동작은 시그널링 처리부(20)가 물리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로 부터의 호 설
정 요구를 수신하면, 상기 시그날링 처리부(20)는 상기 호 설정 요구에 관계된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 소스의 QOS, 
그리고 연결을 요구하는 목적지의 주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분석된 내용은 CAC(22)에 전달된다. 소스 트래픽 디
스크립터에는 소스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된 파라미터와 함께 트래픽의 클래스를 포함한다.

    
상기 CAC(22)는 요구하는 클래스의 가상 경로(VP:Virtual Path)에 포함된 가상 채널중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식별
자를 할당한다. 이때, 상기 CAC(22)는 가상 채널 식별자(VPI)를 할당하기 전에 먼저 소스 트래픽 디스크립터의 내용
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신호를 자원 관리부(24)에 전달한다. 상기 자원 관리부(24)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원과 남아 있는 잔여 자원의 정도
를 데이타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CAC(22)의 요구에 따라서 가능한 정도의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중인 자원과 남은 자원
에 대한 데이타를 갱신한다.
    

    
자원 관리부(24)에서 자원이 할당 되면 CAC(22)는 가상 채널 식별자(VPI)를 할당함과 동시에 트래픽 제어를 위한 
파라미터를 내부의 메모리 영역에 저장한다. 이러한 파라미터로는 후술할 멀티 룰-베이스 구조와 실시간 가변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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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예로 든다면 멀티 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클래스를 처리하는 트래픽제어 루틴의 포인터와 최대 
셀율의 역수인 최소 셀 간격 시간이 있으며, 이들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사용 파라미터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자원 
관리부(24)에서 관리하는 데이타는 해당 가상 경로(VP)의 최대 대역폭과 현재 할당되어 사용중인 할당 대역폭을 의미
한다.
    

    
CAC(22)의 연결 수락 제어에 의해 연결 설정된 호는 TCB(32)에 의하여 사용파라미터 제어가 수행되는데, 수신된 셀
이 연결 수락 제어시에 협약한 파라미터를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하는 모니터링 관리기(28)와 협약을 위반한 셀
에 대해서 대역폭 할당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대역폭 관리기(30)에서 처리된다. 이의 상세한 동작을 살피면 하기와 
같다. 모니터링 관리기(28)에서 위반 셀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상기 모니터링 관리기(28)는 대역할당 여부(가부) 신
호를 대역폭 관리기(30)에 전달한다. 상기 대역할당 여부 신호를 전달받은 상기 대역폭 관리기(30)는 현재의 사용 대
역폭을 조사하여 자원 관리부(24)에 현재 셀에 필요한정도의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제어 신
호를 전달한다. 상기 제어 신호를 전달 받은 자원 관리부(24)는 남아 있는 자원을 검토하여 허용 또 불가 응답을 대역
폭 관리기(30)에 전달한다. 즉, 자원 관리부(24)는, 대역 할당이 가능하거나 현재의 상태가 혼잡하지 않으면 허용 응
답 신호를 출력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가 응답 신호로 출력한다. 혼잡 상태는 통계적 다중화기(36)의 내부의 버퍼에 저
장되어 처리를 대기중인 셀수에 따라 판단된다. 즉, 상기 통계적 다중화기(36)의 내부의 버퍼에 저장된 셀수가 미리 설
정된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와 네트워크의 내부에서 발생한 혼잡을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에 의하여 통지받은 경우 두가
지로 결정된다. 혼잡 상태일 경우에 자원 관리부(24)는 위반 셀에 대해서는 모두 불가 신호로 응답한다. 허용 응답을 
받은 셀은 헤더내에 있는 CLP 비트를 1로 태그하여 그대로 전송하고, 불가 응답을 받은 셀은 폐기되거나 버퍼에 저장
하여 셰이핑 기능으로 처리 된다.
    

상기와 같은 TCB(32)를 통과한 셀은 하드웨어적으로 자동 경로 설정 기능을 갖고 있는 스위치(34)를 거쳐서 통계적 
다중화기(36)의 버퍼에 저장되어 처리된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LEX(16)의 블럭 구성도로서, 이는 제2도에 도시된 B-NT2(12)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상
기 제3도와 같이 구성된 LEX(16)와 제2도에 도시된 B-NT2(12)와의 차이점은 GFC(18)의 기능이 각각의 B-NT2
(12)들에서 제어되고, B-NT1(14)을 경유하여 전송되어진 셀 스트럼을 단일의 셀 스트림으로 다중화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UNI 통계적 다중화기(UNI MUX)(38)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제3도에 있어서, 각 구성의 인용
부호는 제2도에서 사용된 인용부호에 "A의 문자"를 더 부가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사용자-망 접속들에 대한 
다중화 기능은 LEX(16)의 트래픽 제어 처리 능력에 대해서 다중화 졍도를 결정할 수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LEX(16)내의 UNI MUV(38)로 입력되는 각각의 셀 스트림은 클래스별로 4개의 VPI가 할당되어 
있다. 즉, 하나의 UNI를 의미 한다. 해당 클래스의 VPI에 포함되어 있는 VCI는 연결 수락 제어시에 B-NT2(12)에서 
수행되는 연결 수락 제어기능에 의하여 동적으로 할당된다. 그러나 VPI는 B-NT2(12)의 트래픽의 클래스를 기준으로 
고정 할당하였기 때문에 LEX(16)의 연결 수락 제어 기능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그리고, 상기 설정된 경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정도를 결정하고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부하를 B-NT2(12)와 LEX(16)로 분산시킬 수 있다. 연결 설정이 수락되면 그 사실은 B-NT2(12)로 통보됨과 동시
에 사용 파라미터 제어를 위해서 그 연결이 포함된 가상 경로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을 내부 저장영역에 저장한다.
    

TCB(32A)에서 수행하는 모니터링 기능과 대역 할당 기능은 B-NT2(12)가 각각의 터미널에 할당한 VCI에 대해서 
제어를 수행하는데 비하여 B-NT2(12)에 고정 할당한 VPI에 대해서 제어를 수행한다. 따라서 다수의 B-NT2(12)에
서 B-NT1(14)을 경유하여 전송되는 셀 스트림을 제어하기 위한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고 B-NT2(12)와 LEX(16)
에서 2단으로 분산시켜서 제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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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34A)는 K개의 입력 셀 스트림에 대해서 m개의 출력 셀 스트림을 갖는 경로 설정을 위한 스위칭 장치로 구성된
다. 그러므로 K는 제어 기능 블록의 총 수를 나타내고 m은 출력 전송 선로의 수량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한 하나의 물
리적인 입력 전송 선로마다 하나의 트래픽 제어 기능부가 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K개의 입력 셀 스트럼에 
대한 TCB(30A)가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TCB(30A)에 n개의 VNI가 접속되도록 구성된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 경로 식별자(VPI) 및 가상 채널 식별자(VCI)의 할당도로서, 이는 B-NT2(12)의 트래
픽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의 클래스를 구분하고, 상기 구분된 서비스의 클래스에 따라서 해당 범위내에 있는 
VPI를 고정 할당한 것이다.

트래픽의 구분에 따른 서비스 클래스의 구분 기준은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상기 표 1과 같이 서비스의 클래스를 구분한 이유는 하기와 같다.

B-ISDN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스 트래픽은 전화 서비스와 같은 음성, 일반적인 디지탈 데이타, 그리고 정지화상과 동
화상등의 영상신호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화등의 음성 소스는 고정 셀율을 갖고서 실시간의 전송가능하며,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소스 트래픽은 지연 민감성과 손실 민감성이 있는 소스 트래픽으로 지연 및 손실이 
발생되면 원할한 통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일 높은 등급을 부여되어야 한다.

TV같은 동화상 소스는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손실은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 트래픽은 단지 지연 민감성만이 있는 소스 트래픽으로 두번째 높은 등급 클래스 B를 부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데이타는 지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따라서 손실 민감성 만이 
있는 소스 트래픽으로 구분하고 클래스 C에 포함된다.

    
상기와 같은 VPI는 통상 8비트로 구성되는데 본 발명에서는 하위 2비트를 이용하여 소스 트래픽의 클래스, 시그널링,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가상 경로 식별자들 VPIA, VPIB, VPIC, VPIS을 결정한다. 가장 최소의 규모를 갖는 
사용자 네트워크는 제4도에 도시뒨 바와 같이 3개의 각 클래스에 대한 가상 경로 식별자 VPIA, VPIB, VPIC와 시그널
링과 운영 및 유지보수(OAM:Operation and Maintenance)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식별자 VPIS 하나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고정된 식별자를 할당받는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TCB(32)의 블럭 구성도이다. 이의 구성은, 트래픽의 특성별로 최적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클래스별 제어 루틴들과 시그널링과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소정의 제
어에 의해 출력하는 멸티 룰-베이스(50)와; 각각의 트래픽 클래스에 대한 처리 루틴 포인터와 트래픽 제어를 보조하
기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소정의 제어에 의해 출력하는 파라미터 풀(46)과; 소정의 제어에 의해 
수신되는 셀 스트림의 헤더를 저장하는 셀 헤더 레지스터(42)와; 셀 제어 정보의 입력에 응답하여 수신되는 셀 스트림
을 저장 출력하며, 수신되는 셀 스트림을 버퍼링 혹은 폐기하는 셀풀(48)과; 셀 처리 결과 정보의 입력에 대응되는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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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정보를 상기 셀풀(48)로 출력하는 셀 스트림 제어기(43)와; 몰리 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프리미티브(Primitive)
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셀 헤더 레지스터(42)를 제어하여 셀 헤더를 저장시킴과 동시에 멀티 룰-베이스(50)와 파라
미터 풀(46)을 제어하여 클래스별 제어 루틴과 각종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클래스별 트래픽 제어를 수행하고 셀 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셀 스트림 제어기(43)로 출력하는 폴리싱 제어부(40)와; 레지스터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상기 폴리
싱 제어부(40)의 제어에 의해 상기 각종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44)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제5도의 구성중 셀풀(48)은 53 바이트의 길이를 가지는 셀스트팀을 바이트 단위로 쉬프트하는 쉬프트 레지스터
로 구성된 선입선출(FIFO)회로이다. 저장용량은 두셀의 크기로 구성되어 하나는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하나
는 클래스 C에 대한 제어 기능에서 수행되는 버퍼링을 위한 것이다. 극리고, 파라미터풀(46)과 멀티 룰-베이스(50)는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멀티룰-베이스(50)는 이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마이크로 프로
그램밍 방법이나 하드와이어드(Hardwired)에 의해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제5도의 구성중 파라미터 
풀(46)은 자원관리부(24)에 포함된 블럭이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제어 처리 흐름도로서, 이는 제5도에 도시된 폴리싱 제어부(40)의 동작 흐름도이다.

    
이의 제어 수순은, 프리미티브의 입력에 응답하여 현재 수신되는 셀의 헤더를 저장하고, 유효한 셀일때 상기 수신된 셀 
헤더내의 VPI와 VCI 및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오프셋의 조합에 의한 어드레스를 발생하여 각종 파라미터를 로딩하는 
트래픽 파라미터 로딩 과정과, 상기 로딩된 파라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별 처리 루틴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터를 
사용하여 해당 클래스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써 상기 파라미터를 갱신하고 재저장하는 클래스별 트
래픽 처리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7도 내지 제9도는 멀티 룰-베이스(50)내에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를 위한 트래픽 제어 루틴
의 일실시예이다.

    
제10도는 본 발명에 따른 가상 경로내의 가상 채널의 트래픽 제어를 위한 어드레스 조합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맵으
로서, 현재 수신된 셀 헤더에 저장된 VPI와 VCI 및 폴리싱 제어부(40)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된 오프셋의 조합의 예를 
나타낸것이다. 이때 상기 ATI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하위 2비트는 클래스 및 시그날링 전용 가상 경로를 
구분하기 위한 비트들이다. 상기 하위 2비트에 의해 지정되는 상태는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다. 제10도에서는 VCI
를 8비트의 예로 도시하였으나 이의 크기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어드레스 버스의 구조에 따라서 가변적일수 있다. 그리
고, 오프셋은 4비트로 구성되며, 상기 4비트의 조합에 의해 16개의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파라미터 풀과 멀티 룰 베이스의 메모리 맵의 한예이다.

    
상기 제11도에서는 파라미터 풀(46)인 클래스별 트래픽 파라미터와, 멀티룰-베이스(50)인 클래스별 트래픽 제어 처
리 루틴이 하나의 메모리로 구성되었을때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제11도에서 각 클래스별 트래픽 파라미터는 서비
스 상태 정보, 트래픽 제어 루틴 포인터, 지난 셀 도착 시간, 해당 경로에 대한 지난 셀 계수기, 셀 태그 계수기, 셀 폐기 
계수기, 최소 셀 간격 사간, 예약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각 클래스의 최초 영역 즉, VCI가 0번인 영역에는 해
당 클래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파라미터가 저장되어 있다. 그 파라미터로는 해당 클래스의 가상 경로 셀 계
수기, 가상 경로 최대 대역폭, 가상 경로에 할당되어 사용중인 총 할당 대역폭 등이 있다.
    

여기서, 상기 각각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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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상기 가상 경로 셀 계수기는 가상 경로에 포함된 가상 채널들이 발생시킨 모든 셀들의 수를 계수하는 파라미
터로 해당 가상 경로의 셀 발생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사용된다.

두 번째로, 상기 가상 경로 최대 대역폭은 가상 경로에 포함된 가상 채널들에 할당할 수 있는 각각의 대역폭의 최대값을 
표시하기 위한 파라미터로 ATM 망에서는 연결 설정 제어시에 새로운 연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기위한 파라미터로 사용된다.

세 번째로, 상기 가상 경로 총 할당 대역폭은 가상 경로에 포함된 가상 채널들이 연결 설정이 허용되어 데이터를 전송중
인 모든 가상 채널에 할당된 대역들의 총합을 나타낸다. 상기 가상 경로 총 할당 대역폭은 2번 가상경로 최대 대역폭보
다는 작은 값으로 유지되어야만하며, 따라서 새로운 연결 설정 요구시에 새로운 연결이 필요로 하는 대역을 현재 가상 
경로 총 할당 대역폭에 합한 값이 가상 경로 최대 대역폭보다 작을 경우 연결 설정이 허용되는 것이다.

    
상기 파라미터들은 트래픽의 모니터링을 위한 것과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것이다. 오프셋의 길이에 따라서 파
라미터의 수를 가변할 수 있다. 상기 파라미터들은 실시간 가변 윈도우 알고리즘을 위한 파라미터들이다. 상기 제11도
에서 오프셋 0번은 현재 셀에 대한 서비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제어 플래그 역할을 한다. 즉 상태 정보의 빠 비트는 폐기,
1번 비트는 버퍼링,2번 비트는 혼잡 상태, 3번비트는 태그등의 결과를 비트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 나머지 비트는 추후
에 필요를
    

    
위해서 예약 영역으로 사용된다. 오프셋 1번은 해당 셀에 대한 제어루틴이 저장되어 있는 멀티 룰-베이스의 트래픽 제
어 루틴 포인터이다. 오프셋 2번은 현재 셀과 같은 VPI와 VCI를 갖는 셀이 지난번에 수신되었던 시간을 지난번 제어시
에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 셀이 수신된 시간은 다음에 수신될 셀의 제어를 위해서 저장될 것이다. 오프셋 3번
은 지난번에 셀이 수신된 순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파라미터인 해당 가상 경로의 셀 계수기의 값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역시 현재의 해당 가상 경로의 셀 계수기의 값은 다음을 위해서 저장되어야 한다. 오프셋 4번은 셀 태그 
계수기로 지금까지 수신된 셀중에서 위반셀로 검출되어 셀 헤더내에 CLP 비트를 1로 세트하여 전송되었던 셀의 계수기
이다. 현재 셀이 또 위반이라면 계수기는 하나 증가하여 저장될 것이다. 오프셋 5번은 폐기 셀 계수기로서 지금까지 폐
기된 셀의 수가 저장되어 있다. 현재 셀이 위반되었고 현재의 상황이 대역을 할당할 수 없거나 또는 오프셋 이번 서비스 
상태 정보의 2번 비트가 1로 세트되어 있는 혼잡 상태일 경우에는 그 셀이 폐기된다. 혼잡 상태는 자체 시스템
    

    
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적 다중화기(MUX)(36)의 버퍼가 한계치를 초과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네트워크의 내부에서 혼
잡 상태가 발생되면 혼잡 상태 복구를 수행하는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에 의하여 통지받은 것이다. 현재 셀이 폐기되면 
폐기 셀 계수기는 하나 증가하고 저장된다. 오프셋 6번은 연결 수락 제어시에 그 셀을 발생시키는 사용 터미널이 요구
한 최대 셀을의 역수인 최소 셀 간격 시간을 저장하고 있다. 이것은 모니터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셀의 시간 간격으로 모
니터를 수행하는 것이 시간의 역수를 취해서 셀 율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보다는 시간및 구현의 용이성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최대 셀율의 역수인 최소 셀 간격 시간으로 저장한 것이다. 남은 여분은 추후에 운영 및 유지보수 기능과 
보다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 사용될 파라미터를 위한 예약 영역이다.
    

    
제12A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간 가변 왼도우 트래픽 제어 처리부의 구성으로서, 최소 셀 간격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
며, 현재 수신된 셀 도착시간과 동일한 터미널에서 발생시킨 지난 셀 도착시간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과 타이
머와 감산기와 비교기를 구비하여 윈도우 시간을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연산하고, 상기 윈도우 시간을 미리 설정된 최
소 셀 간격 시간과 비교하여 셀의 위반 여부를 검출 출력하는 모니터링부(12)와, 현재의 셀이 포함된 가상 경로의 현재
의 셀 계수기와동일한 터미널에서 발생시킨 지난 셀을 계수하는 계수기와, 상기 가상 경로에 할당 한 총 할당 대역폭의 
값을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제산기와 비교기를 구비하여 하기 수학식 2와 같은 연산에 의해 윈도우내의 동일 가상 경로
를 갖는 셀수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셀수와 윈도우 시간을 이용하여 하기 수학식 3과 같은 연산에 의한 현재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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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사용 대역폭을 추출하여 총 할당 대역폭과 비교하여 이에 대응한 대역폭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대역폭관리기(1
22)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식 1]

윈도우 시간 = 현재 셀 도착 시간 - 지난 셀 도착 시간

Wi(t-1,t) = Ti(t) - Ti(t-1)

[수학식 2]

윈도우내에서 동일 가상 경로 식별자를 가지는 셀수

=현재 셀 계수기 값 - 지난 셀 계수기 값

[수학식 3]

현재 윈도우 셸율 = 1÷(윈도우시간÷윈도우셀수)

=현재 윈도우 동안의 사용 대역폭

상기에서 대역폭 제어신호는 하기와 같이 결정된다.

1) 현재 윈도우 동안의 사용 대역폭 ＞ 총 할당 대역폭

= 현재의 위반 셀 폐기

2) 현재 윈도우 동안의 사용 대역폭 ≤ 총 할당 대역폭

= 현재의 위반 셀 태그 후 전송

제12A도는 제12B도에 도시된 실시간 가변 윈도우 트래픽 제어 처리부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12B도중 
Ti(t-1)는 i번 채널의 지난 셀 도착 시간이고, Ti(t)는 i번 채널의 현재 셀 도착 시간이다. Tj(t-1)는 j번 채널의 지
난 셀 도착 시간이고, Tj(t)는 j번 채덜의 현재 셀 도착 시간이다. Wi(t-1,t)는 i번 채널의 현재 윈도우 시간이고, Wj
(t-1,t)는 j번 채널의 현재 윈도우 시간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클래스별 트래픽 제어의 실시예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함에 있어, 제1도와 같이 구성된 UNI의 B-
NT2(12)에는 제4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4개의 가상 경로 식별자 VPIA, VPIB, VPIC, VPIS가 할당된 상태라는 가
정하에 설명한다.

지금 사용자 터미널로부터 호 설정 요구신호가 발생되면,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CCB(26)으로 전달된 신호를 분석하
여 필요로 하는 자원과 해당하는 클래스의미사용중인 VCI를 할당한다. 그리고, 트래픽 제어를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저
장, 관리한다.

    
이때 TCB(32)내의 폴리싱 제어부(40)는 물리계층으로부터 전달되는 프리미티브의 입력에 응답하여 제6도 62과정에
서 셀 헤더 레지스터(42)를 제어하여 현재 수신되는 셀(Cell-SI)의 헤더를 저장한다. 이때 상기 수신되는 셀(Cel1-
SI)은 셀풀(48)에 저장된다. 상기 제6도 62과정에서 셀 헤더를 저장시킨 폴리싱제어부(40)는 64과정에서 상기 저장
된 셀 헤더의 VPI와 VCI를 분석하여 유효셀(Valid cel1)인가를 검색한다. 상기 64과정의 검색 결과 유효 셀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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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66과정에서 파라미터를 구분하기 위한 오프셋을 발생시키고 상기 셀 헤더의 VPI와 
VCI를 전술한 제10도와 같이 조합하여 파라미터를 액세스하기 위한 어드레스를 발생하여 파라미터 풀(46)에 공급한
다. 이때 상기 파라미터 풀(46)은 상기 입력 어드레스의 위치에 제11도와 같은 형태로 저장된 파라미터를 출력한다. 
폴리싱 제어부(40)는 제6도 68과정에서 상기 파라미터 풀(46)로부터 출력되는 파라미터를 레지스터 파일(44)에 로
딩하고,70과정에서 상기 레지스터 파일(44)에 로딩된 다수의 파라미터중 트래픽 제어 루틴 포인터가 지정하는 해당 클
래스의 트래픽 제어 루틴을 수행한다.
    

상기 제6도의 70과정에 의한 트래픽 제어 루틴은 포인터의 지정에 따라 제7, 제8, 제9도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은 클래
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에 대응한 트래픽 제어를 실행한다.

    
예를들어 현재의 클래스가 "A"라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제7도 74과정으로 분기하여 제7도 74과정에서 레지스
터 파일(44)에 저장된 가상 경로 셀 계수기의 값을 1 증가시키고, 현재의 셀 도착 시간을 현재 시간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 그리고, 76과정에서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상기 저장된 파라미터중 현재 셀 도착 시간에서 지난 셀 도착 시간
을 전술한 1식과 같이 감산하여 윈도우 시간을 추출한다. 상기와 같이 현재 수신되는 셀의 윈도우 시간을 추출한 상기 
폴리싱제어부(40)는 78과정에서 왼도우 시간과 상기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최소 셀간격 시간을 비교하여 현재 
수신되는 셀의 위반 여부를 검색한다. 상기의 검색 결과 위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레
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셀 태그 계수기를 "0"으로 리세트하고, 81과정에서 현재의 셀을 전송한다.
    

    
만약 상기 78과정에서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82과정에서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셀 
태그 계수기를 1증가하여 위반 횟수를 계수함과 동시에 서비스 상태 정보 파라미터의 태그 비트와 셀 헤더내에 위치된 
CLP비트를 세트한다. 그리고 84과정에서 폴리싱 제어부(40)는 셀 태그 계수기와 한계치를 비교하여 한계치를 초과 하
였다면 고의로 발생시킨 연속된 위반 셀로 판단하여 86과정에서 연결을 해제한다. 상기 84과정에서 셀 태그 계수기의 
값이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81과정에서 현재의 셀을 전송한다.
    

    
상기 제7도와 같은 클래스 A에 대한 트래픽의 제어 루틴은 전술한 클래스 구분 기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연 민감성
과 손실 민감성에 대한 제어를 필요로함으로써 대역의 할당은 최대 셀율을 고정적으로 할당 한다. 따라서 수신된 모든 
셀은 위반된 셀이라고 하여도 안전하게 지연 없이 전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반셀이 연속적으로 일정한 한계치를 초과
할 때까지 전송될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지연변동에 의한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인 위반으로 간주하고 연결 해제시킴을 
알 수 있다.
    

    
만약,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트래픽 제어 루틴 포인터의 값이 클래스"B"를 지정하는 값이라면, 상기 폴리싱 제
어부(40)는 제8도 88과정으로 분기한다. 이때 폴리싱 제어부(40)는 제7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제8도의 88, 90, 9
2과정을 수행하여 현재의 셀이 위반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색한다. 즉 모니터링하여 현재 셀의 윈도우 시간을 추출하
고, 92과정에서 윈도우 시간과 상기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최소 셀 간격 시간을 비교하여 현재 수신되는 셀의 
위반 여부를 검색한다. 상기의 검색 결과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104과정에서 현재의 셀
을 전송한다. 상기 92과정의 검색결과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94과정에서 레지스터 파일(44)
에 저장된 셀 계수기와 지난 셀 계수기를 이용하여 전술한 수학식2와 수학식3과 같은 계산을 실행하여 윈도우 셀수와 
사용 대역폭을 추출한다. 그리고, 96과정에서 현재의 셀의 사용대역폭과 가상경로 내에 포함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가상 채널들에 할당한 총 할당 대역폭의 값으로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총 할당 대역폭을 비교하여 이를 초
과 하였는지를 검색한다. 상기의 검색결과 현재의 셀의 사용대역폭이 총 할당 대역폭을 초과하였다면 상기 폴리싱 제어
부(40)는 현재의 상태가 추가 대역을 할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98과정에서 폐기 셀 계수기를 1증가하고 현재
의 셀을 폐기한다. 만약 상기 96과정에서 현재의 셀의 사용대역폭이 총 할당 대역폭을 초과하지않았다면 폴리싱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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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는 100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혼잡상태의 여부를 검색한다.
    

상기의 검색 결과 혼잡상태라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전술한 98과정을 수행하여 현재의 셀을 폐기하고, 미혼잡 
상태라면, 혼잡상태가 발생될시 우선 현재의 셀이 폐기 될 수 있도록 102과정에서 태그 비트와 CLP 비트를 세트하고 
태그셀 계수기를 증가시킨후 104과정에서 전송한다.

상기한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8도는 지연 민감성에 대한 제어만을 실행 한다. 즉, 위반한 셀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대역 할당이 가능하고 혼잡 상태가 아니라면 CLP 비트를 태그만 하여 전송하지만 대역 할당이 불가능하거나 혼
잡 상태라면 폐기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기의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트래픽 제어 루틴 포인터의 값이 클래스 "C"를 지정하는 값이라면, 상기 폴
리싱 제어부(40)는 제9도 106과정으로 분기한다. 이때 폴리싱 제어부(40)는 제7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제9도의 1
06, 108, 110과정을 수행하여 현재의 셀이 위반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색한다. 상기 110과정의 검색 결과 위반이 아
니라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셀 풀(48)내의 두번째 셀 저장 버퍼가 빈(Empty) 상태인지를 112과정에서 검색한
다. 상기의 검색 결과 상기 셀 풀(48)내의 두번째 셀 저장 버퍼가 빈(Empty) 상태라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12
0과정에서 현재의 셀 스트림을 전송한다. 만약, 상기 122과정에서 두번째 셀 저장 버퍼가 비어있지 않다면 상기 폴리
싱 제어부(40)는 124과정에서 버퍼링 비트, 태그 비트, CLP비트를 세트하고 현재의 셀을 버퍼링한다.
    

    
전술한 110과정에서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112과정에서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셀 계
수기와 지난 셀 계수기를 이용하여 전술한 수학식2와 수학식3과 같은 계산을 실행하여 읜도우 셀수와 사용 대역폭을 
추출한다. 그리고, 114과정에서 현재의 셀의 사용대역폭과 가상 경로 내에 포함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가상 채
널들에 할당한 총 할당 대역폭의 값으로 레지스터 파일(44)에 저장된 총 할당 대역폭을 비교하여 이를 초과하였는지를 
검색한다. 상기의 검색결과 현재의 셀의 사용대역폭이 총 할당 대역폭을 초과하였다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전술
한 바와 같은 124과정으로 점프하여 버퍼링 비트, 태그 비트, CLP비트를 세트하고 현재의 셀을 버퍼링한다.
    

그러나, 상기 114과정에서 현재의 셀의 사용대역폭이 총 할당 대역폭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폴리싱 제어부(40)는 116
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혼잡상태의 여부를 검색한다. 상기의 검색 결과 혼잡상태라면 상기 폴리싱 제어부(40)는 
126과정을 수행하여 현재의 셀을 폐기하고, 미혼잡 상태라면 혼잡상태가 발생될시 우선현재의 셀이 폐기 될 수 있도록 
118과정에서 태그 비트와 CLP 비트를 세트하고 태그 셀 계수기를 증가시킨후 120과정에서 현재의 셀을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9도는 클래스 C에 대한 트래픽 제어의 한 예를 나타낸것임을 알 수 있다. 클래스 C는 손실 민감성
에 대한 제어만을 요구함으로써 현재상태가 대역을 할당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CLP 비트만을 태그하여 그대로 전송
하지만 대역을 할당해 줄 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가 혼잡 상태라면 버퍼링을 통하여 셰이핑 기능을 수
행한다. 버퍼링은 셀 풀(48)의 두번째 저장영역에 저장되는 것이다.

    
상기한 제7, 제8, 제9도와 같은 클래스별 트래픽 제어 루틴을 실행하여 해당하는 클래스의 트래픽 제어를 수행한 폴리
싱 제어부(40)는 제6도 72과정에서 전술한 제어 과정들에 의해 새롭게 갱신된 파라미터들을 파라미터 풀(46)에 저장
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상기 제6도와 같은 제어는 최대 150 Mbps의 속도(물리 게층에서는 155.520 Mbps)로 
수신되는 셀의 제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신된 한 셀에 대한 처리는 약 2.82 μ sec이내에 완
료되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클래스별 구분 기준에 의한 특성에 알맞는 제어를 행함으로써 셀 전송 효율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트래픽의 실시간 가변 윈도우 알고리즘의 과정을 제12a도와 제12b도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면 하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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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가상 경로 식별자와 가상 채널 식별자 i를 갖는 셀이 모니터링부(120)에 입력되면 현재의 셀율을 구하기 위
해서 셀율의 역수인 현재 셀입력 시간차를 전술한 수학식 1과 같이 현재 시간과 파라미터 풀(46)의 오프셋 2번에 저장
해 두었던 지난 셀 입력시간과의 차이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윈도우 시간Wi(t-1,t)은 현재 셀 도착 시간 Ti(t)과 지난 셀 도착 시간Ti(t-1)의 시간차가 된다. 모니터링부(120)
는 윈도우 시간이 최소 셀 간격 시간 보다 작은지를 비교하여 작다면 위반셀로 판단하고, 대역폭 관리기(122)로 이의 
신호를 출력한다. 이때 상기 대역폭 관리기(122)는 현재 윈도우 시간내에 입력된 동일 가상 경로 식별자를 갖는 셀들
을 계수한 현재 계수기의 값에서 파라미터 오프셋 3번인 지난 셀 입력때의 셀 계수기 값을 전술한 수학식 2와 같이 계
산하여 현재 윈도우내에 포함된 그 가상 경로를 사용하는 셀들의 갯수를 추출한다.
    

그리고 대역폭 관리기(122)는 전술한 수학식 3과 같이 현재 윈도우 시간을 윈도우 내의 셀수로 나누고 역수를 취하여 
현재 셀이 포함된 가상 경로의 현재 윈도우 시간 동안의 셀율을 추출하고, 이값은 해당 가상 경로의 사용 대역폭이 된다.

    
상기 수학식 3과 같이 계산된 사용 대역폭이 해당 가상 경로에 포함된 모든 연결이 허용된 채널들에 할당된 할당 대역
폭의 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역폭 관리기(122)는 위반된 현재의 셀을 폐기시키지 않고 전송한다. 따라서 실시간의 
대역 할당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전송 효율의 증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셀은 그 셀이 포함된 가상 경로에 할당된 
총 할당 대역폭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상 경로를 클래스별로 고정할당 함으로써 트래픽 제어 기능을 B-NT2와 로칼 교환기로 
분산 시킬 수 있어 트래픽 제어를 고속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상기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보다 단순화된 제어 기
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B-NT2와 로칼 교환기에 트래픽 제어 기능을 분산 시킴으로써 사용자-망 접속 장치의 구
성을 보다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B-TE와,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 경로 식별자들을 고정 할당하고, 상기 고정 할당된 가상 경로 
식별자들과 가상 채널 식별자를 통해 수신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로칼 교환기와, 상기 로칼 교환기에 접속되어 송수신 
되는 신호를 변복조하여 출력하는 B-NT1을 구비한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 - 망 접속 장치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접속된 다수의 사용자 터미널로 부터의 호 설정 요구정보를 분석하여 트래픽의 클래스와 QOS와 목적지의 주소를 검출
하고, 상기 검출된 정보로서 연결 수락을 제어함과 동시에 전송 대역폭의 정보를 출력하고 VCI를 할당하여 모니터 기능
을 위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QAM과, 상기 연결 수락 제어를 통하여 연결 설정된 호가 발생시킨 셀은 헤더에 있는 C
FC 기능 필드의 정보를 분석하여 다수의 터미널이 사용하는 공유 미디어를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과 셀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CFC와, 상기 QAM으로부터 출력되는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에 의해 
상기 연결 수락 제어에 의해서 셀들이 협약한 파라미터를 준수하는가를 감시하여 이의 정보를 QAM에 통보하고, 해당 
셀 헤더 내의 CLP 비트를 제어하여 이의 상태에 따라 셀의 전송, 세이핑, 폐기를 실행하는 TCB와, 상기 트래픽 제어기
에 접속되어 있으며 입력되는 셀 스트림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와, 상기 스위치와 물리 계층을 경유하여 B-NT1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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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속되어 있으며, 셀 헤더내의 VPI와 VCI를 경로 설정 참조표를 이용 교체하여 전송하는 통계적 다중화기로 구성함
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 - 망 접속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QAM은, 호 설정 요구정보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시그날링부와, 상기 시그날링부를 통한 소스 트
래픽 디스크립터를 분석하여 트래픽의 클래스 레벨 및 QOS를 분석하여 자원할당 요구신호를 출력하고, 자원 할당이 가
능할 경우 동일 클래스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VCI를 할당하는 CAC와, 상기 CAC의 자원할당 요구에 응답하여 대역폭을 
할당하고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관리하는 자원 관리부로 구성함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 
- 망 접속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TCB는, 상기 자원관리부내에 저장되어 있는 모니터 기능을 위한 제어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된 
가입자가 연결 수락 제어를 통하여 협약한 파라미터를 감시하며, 감시 결과 협약 사항을 위반시 대역 할당 여부 신호를 
출력하는 모니터링 관리기와, 상기 모니터링 관리기로부터 출력되는 대역 할당 여부 신호의 입력에 응답하여 동일 클래
스의 현재 사용중인 대역폭을 분석하고, 상기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역폭 할당 가능 여부를 자원관리부에 전달하고 그 
응답에 따라서 추가 대역의 할당, 세이핑, 폐기등을 결정하는 대역폭 관리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
드의 사용자 - 망 접속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TCB는, 트래픽의 특성별로 최적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클래스별 제어 루틴들과 시그널링과 운
영 및 유지보수 기능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소정의 제어에 의해 출력하는 멀티 룰-베이스와, 
각각의 트래픽 클래스에 대한 처리 루틴 프인터와 트래픽 제어를 보조하기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를 
소정의 제어에 의해 출력하는 파라미터 풀과, 소정의 제어에 의해 수신되는 셀 스트림의 헤더를 저장하는 셀 헤더 레지
터와, 셀 제어 정보의 입력에 응답하여 수신되는 셀 스트팀을 저장 출력하며, 수신되는 셀 스트림을 버퍼링 혹은 폐기하
는 셀풀과, 셀 처리 결과 정보의 입력에 대응되는 셀 제어 정보를 상기 셀풀로 출력하는 셀 스트림 제어기와, 물리 계층
으로부터 전달되는 프리미티브의 입력에 응답하여 상기 셀 헤더 레지스터를 제어하여 셀 헤더를 저장 시킴과 동시에 멀
티 룰-베이스, 파라미터 풀을 제어하여 클래스별 제어 루틴과 각종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클래스별 트래픽 제어를 수행
하고 셀 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셀 스트림 제어기로 출력하는 폴리싱 제어부와, 레지스터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상기 폴
리싱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상기 각종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파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
의 사용자 - 망 접속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칼 교환기가 고정 할당한 가상 경로 식별자는 트래픽의 특성과 시그날링을 위해서 하기 표 2와 
같이 구분되어 고정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 - 망 접속 장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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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B-TE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 경로 식별자가 고정 할당됨과 동시에 상기 고정 할당된 가상 경로 식별자에 대응하
여 설정된 트래픽 클래스에 대한 처리 루틴과 트래픽 제어를 보조하기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B-TE로부터 출력되는 셀의 헤더 내의 VPI와 VCI를 분석하여 상기 VPI의 값에 따라 상기 셀 스트림
을 제어하여 출력하는 B-NT2와,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 경로 식별자들을 상기 B-NT2에 고
정 할당하고,상기 고정 할당된 가상 경로 식별자들과 가상 채널 식별자를 통해 수신되는 트래픽을 처리하는 로칼 교환
기를 구비한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어 방법에 있어서,
    

프리미티브의 입력에 응답하여 현재 수신되는 셀의 헤더를 저장하고, 유효한 셀일때 상기 수신된 셀 헤더내의 VPI와 V
CI 및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는 오프셋의 조합에 의한 어드레스를 발생하여 각종 파라미터를 로딩하는 트래픽 파라미터 
로딩 과정과,

상기 로딩된 파라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별 처리 루틴를 지정하기 위한 포인터를 사용하여 해당 클래스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써 상기 파라미터를 갱신하고 재저장하는 클래스별 트래픽 처리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파라미터 로딩 과정은, 프리미티브의 입력에 응답하여 입력되는 셀 헤더를 저장하는 셀 
스트림 제1 저장 과정과, 상기 저장된 셀 헤더 내의 VPI와 VCI를 분석하여 수신되는 셀이 유효한 셀인 경우에 상기 V
PI와 VCI를 조합하여 트래픽의 클래스를 결정하고, 상기 VPI와 VCI와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오프셋을 조합하여 현재 
입력된 셀에 대한 제어 정보인 파라미터들을 로딩하여 저장하는 제2저장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
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저장과정은, 상기 VPI내의 2비트를 조합하여 상기 트래픽 클래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클래스별 트래픽 처리과정은, 상기 로딩된 파라미터중 트래픽 제어 루틴의 포인터가 지정하는 클
래스별 트래픽 제어 루틴을 실행하여 해당하는 클래스의 특성에 적합한 제어를 수행하는 트래픽 제어 과정과, 상기 트
래픽 제어 과정에 의해 갱신된 파라미터들을 상기 저장수단에 저장시키는 파라미터 저장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어 방법.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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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어 방법에 있어서, 최소 셀 간격 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신된 셸 도착시간과 동일한 터미널에서 발생시킨 지난 셀 도착시간을 각각 저장하기 위한 저장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속된 셀 스트림을 수신에 응답하여 윈도우 시간을 하기 수학식 4와 같이 연산하고, 상기 윈도우 시간을 미리 
설정된 최소 셀 간격 시간과 비교하여 셀의 위 반 여부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과정,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셀을 계수하는 
계수기와 현재 입력되는 셀과 동일한 셀이 입력되었을때의 계수값과 현재 입력된 셀의 계수값을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서어비스 받고 있는 모든 셀에 할당한 총 할당 대역폭의 값을 저장하는 저장수단을 구비하여 하기 수학식 5와 같은 연
산에 와해 윈도우내의 포함되었던 셀수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셀수와 윈도우 시간을 이용하여 하기 수학식 6과 같은 
연산에 의한 현재 윈도우 동안의 사용 대역폭을 추출하여 총 할당 대역폭과 비교하여 이에 대응한 대역폭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대역폭 관리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하는 비동기 전송 모드의 사용자-망 접속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제
어 방법.
    

[수학식 4]

윈도우 시간 = 현재 셀 도착 시간 - 지난 셀 도착 시간

Wi(t-1,t) = Ti(t) - Ti(t-1)

[수학식 5]

윈도우내에서 동일 가상 경로 식별자를 가지는 셀수

=현재 셀 계수기 값 - 지난 셀 계수기 값

[수학식 6]

현재 윈도우 셀율 = 1÷(윈도우시간÷윈도우셀수)

=현재 윈도우 동안의 사용 대역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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