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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변 길이(variable-length)의 고속 패킷(high-speed packet)을 다중화하고 역다중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1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1 gigabit ethernet frame)을 하나의 10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

10 gigabit ethernet frame)으로 다중화(multiplex)하고 반대로 역다중화(demultiplex)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이다.

이러한 방식은 가변 길이의 고속 패킷을 단순한 시분할 다중화(TDM) 방식이 아닌 패킷 다중화(packet multiplexing)

방식을 사용하고 출력 대역폭(output bandwidth)보다 입력 대역폭(input bandwidth)을 크게 함으로써 통계적 다중

화(statistical multiplex) 효과를 지니며 또한 입력과 출력 인터페이스 방식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의 범용 칩(chip)들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록특허  10-0429911

- 2 -

도 1은 이더넷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기가비트 이더넷 표준 인터페이스인 GMII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10기가비트 이더넷 표준 인터페이스인 XGMII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다중화 장치의 간략한 블록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역다중화 장치의 간략한 블록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다중화 장치 상세 블록도면.

도 7은 데이터, 프레임 시작 및 종료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내부 테이블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다중화 방법의 흐름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역다중화 장치 상세 구성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역다중화 방법의 흐름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의한 다중화 장치와 역다중화 장치를 사용한 시스템의 일실시예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변 길이(variable-length)의 고속 패킷(high-speed packet)을 다중화하고 역다중화 하는 방법 및 장치

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수의 1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1 gigabit ethernet MAC frame)을 하나의 10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10 gigabit ethernet frame)으로 다중화(multiplex)하고 반대로 역다중화(demultiplex)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패킷 다중화기술은 송신부에서 다수의 패킷들을 보다 높은 속도의 고속 패킷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수신부에서는 

이러한 고속 패킷을 수신하여 원래의 저속 패킷으로 변환한 후에 원하는 목적지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기술의 구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은 저속의 입력 스트림(stream)을 보다 높은 속도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시

분할 다중화(TDM, Time Division Multiplex)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분할 다중화(TD

M)의 경우에는 각각의 입력포트(port)를 인식하도록 프레임 구성을 하여야 하며, 시분할 다중화(TDM) 특성 때문에 

전용 채널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역폭 사용 효율이 낭비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래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장치가 제안되었다.

버스트(burst) 특징을 가진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 스트림을 다중화 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제안된 미국특허 US Pat N

o. 6009108(December, 1999)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source)로부터 입력되는 서로 다른 길이의 버스트(burst) 데이

터 스트림 을 평균 전송률(average transport rate)을 유지하는 고정 길이의 패킷 스트림(fixed-length packet strea

m)으로 변환하는 다중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이러한 설정 값보다 큰 것이 없는 경우에는 스터핑 데이터 생성기(

stuffing data generator)에 연결하여 스터핑 데이터를 송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길이 패킷의 평균 전

송률을 같도록 동작함으로써 버스트(burst) 형태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신측의 버퍼 오버플로우(overflow) 및 

언더플로우(underflow)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고정 길이의 패킷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더넷과 

같이 다양한 길이를 갖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변환장치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운 점이 있고 아울러 전송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전송효율을 최적화시키는 미국특허 US Pat No. 6282211 B1(Au

gust, 2001) 는, 사용하지 않는 타임슬롯(time slot)에 동적으로(dynamically) 채널을 할당하며 컷 스루우(cut-throu

gh) 기능을 다중화기 내부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다중화기 출력부 외부까지 사용자 평면(user plane)이 연결되고 이

에 필요한 시그널링(signaling) 기능을 외부에서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존 시분할 다중화(TDM) 채널을 사용하여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시분할 다중화(TDM

)의 단점인 대역폭 사용 효율 저하를 가져오며, 저속의 이더넷 패킷을 고속의 이더넷 패킷으로 다중화 하는 방식에 적

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특허 US Pat No. 6269107 B1(July, 2001) 는 연속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특정 길이의 기본 패킷을 분할

하고, 다시 이러한 기본 패킷(PES, Packetized Elementary Stream)을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으로 

다시 재분할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개별 패킷별로 직렬(serial)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고속 회로와 같은 오버헤드(overhead)를 절감하기 위

하여 복수의 입력버퍼를 두고, 동일한 특성을 지닌 입력 스트림인 경우에는 한번의 처리로 모든 최종 패킷에 적용하

도록 함으로써 고속 회로의 필요성 및 개별 패킷마다 처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은 패킷 처리의 기법은 비디오 신호와 같이 연속되는 스트림의 길이가 길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개별 패킷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지만, 이더넷과 같이 서로 다른 길이의 패킷 길이를 지니며 또한 패킷마다 목적

지(destination)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이더넷과 같이 길이의 변

화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역다중화기에 직접 적용하기에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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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US Pat No. 6262990 B1(July, 2001) 는 서로 다른 속도를 갖고 또한 속도의 차이가 큰 데이터(영상, 음성 

및 저속의 데이터)이면서 특히 버스트(burst)한 특성을 지닌 저속의 데이터들을 고정길이의 패킷으로 다중화 하여 전

송하되 전송지연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가변길이의 저속 데이터를 고속의 고정길이의 패킷으로 변환하는 방식이지만 이더넷과 같이 출력 패킷 자

체도 가변 길이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스터핑(stuffing)에 의한 고정 패킷 생성시 10기가비트

와 같이 고속의 패킷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수신측에서 이러한 스터핑 데이터를 인식하고 삭제하며 이더넷 패킷

으로 재구성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시분할 다중화(TDM) 방식은 대역폭 사용 효율 저하가 발생하고, 고정 길이의 패킷으로 변환 및 다

중화 하는 방식은 기가비트 이더넷과 같이 최저 64 바이트에서 최대 1522 바이트까지 변화하는 가변길이의 고속 패

킷을 다중화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별도의 고속 스위치와 함께 변환된 고속 패킷을 원래의 이더넷 패

킷으로 재변환 시키는 프로토콜 변환기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의 칩 셋(Chip set)과의 접속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한 문제점들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다중화 장치와 역다중화 장치에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범

용의 칩(chip)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패킷 다중화를 함으로써 채널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

점을 지니도록 다중화 장치 및 역다중화 장치를 제공하고 다중화 및 역다중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관점에서 보면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 접근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블록과 10기가비트 이더넷 트

랜시버 사이에 IEEE 802.3 표준 인터페이스인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 Gigabit Media Independent

Interface) 및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 10 Gigabit Media Independent Interface)를 사용함으로

써 범용의 칩(예를 들어 IBM NP4GS3, Broadcom BCM5633, Vitesse VSC7226, PMC-Sierra PMC8355, MARVE

L 88X2040 등)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변 길이의 이더넷 프레임을 프로토콜 변경 없이 그대로 다중화 및 

역다중화 하여 전송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패킷 분류(packet classification)나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ment) 등을 위한 코프로세서(co-processor)와

같은 고가의 복잡한 기능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이나믹(dynamic)하게 패킷을 다중화 하여 10기가 이더넷 프레

임을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에 10개 이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다중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기

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저장하는 복수의 입력버퍼블록; 10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의 관

리 정보 및 상태 정보에 의하여 상기 입력버퍼 블록의 동작방식을 결정하는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 상기 복수의 

입력버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선택제어블록; 및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

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상기 선택제어블록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프레임을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

에 따라서 출력하는 선택 및 변환블록 을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복수의 입력버퍼블록이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

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저장하는 단계;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이 10기가

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의 관리 정보 및 상태 정보에 의하여 상기 입력버퍼 블록의 동작방식을 결정하는 단

계; 선택제어블록이 상기 복수의 입력버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선택 및 

변환블록이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상기 선택제어블록의 제어신호

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프레임을 10기가

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을 제공

한다.

상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버퍼 및

변환블록;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에서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특정포트로 전달하는 포트 선택 블록; 상기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의 도착지와 수신상태를 분석하여 출력되는 포트를 선택하는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전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반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으로 알려주는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 및 상기 포트 선택 블록에서 선택된 다수의 기가비트 이더

넷 프레임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복 수의 출력버퍼 블록을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를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버퍼 및 변환블록이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

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

로 변환시키는 단계;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이 상기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의 도착지와 수신상태를 분석하여 

출력되는 포트를 선택하는 단계;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이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전이중 방식으로 동

작하는지 반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으로 알려주는 단계; 포트 선택 블록이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에서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특정포트로 전달하는 단계; 및 복수의 출력버퍼 블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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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트 선택 블록에서 선택된 다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

킷 역다중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복

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이 

변환된 데이터를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출력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및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

스 데이터를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으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전송장치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이더넷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통해서 이더넷 프레임의 구성 및 동작을 IEEE 802.3에서 정의된 규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의 (a)는 일반적인 매체접근제어(MAC, Media Access Control) 프레임을 가진 이더넷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

다.

즉 10101010으로 이어지는 7 바이트의 프리앰블(preamble) 이후에 프레임 디리미터의 시작(SFD, start of frame d

elimiter)인 10101011 이 되면 SFD로 인식하여 매체접근제어(MAC) 프레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6 바이

트의 도착지 주소(DA, Destination Address)와 6 바이트의 출발지 주소(SA, Source Address)가 이어지며 가상사설

망(VLAN, Virtual Local Area Network)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2 바이트가 가상사설망 태그(VLAN tag)임을 

나타내는 2 바이트의 0x8100 값과 2 바이트의 VLAN tag가 이어진다.

다음의 2 바이트에는 종류 및 길이(type/length) 정보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46 ~ 1500 바이트의 가변길이를 지닌 

데이터 및 패드(pad)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4 바이트의 체크섬(checksum) 정보가 추가된다. 이더넷의 최소 길이(

minimum length)는 64 바이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터의 길이가 이보다 짧을 경우에 64 바이트로 맞추기 위하

여 패드(pad)가 추가된다. 이러한 프레임의 구조는 이더넷을 전이중(FDX, Full Duplex) 또는 반이중(HDX, Half Dupl

ex)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에 모두 사용 가능한 구조이다.

도 1의 (b)는 캐리어 확장 MAC 프레임(carrier extended MAC frame)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c)는 프레임 버스

트(frame burst)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프레임의 구조는 기가비트 이더넷을 반이중(HDX)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10메가 또는 100메가 비트 이더넷과의 호환성 유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캐리어 확장은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Detection)의 최소 캐리어 접속시간(slot time)

을 기존의 64 바이트 시간에서 512 바이트 시간으로 확장하였으며, 실제 송신하여야 할 이더넷 프레임의 최소 길이인

64 바이트는 그대로 두고 프레임 끝에 캐리어 확장이라는 일종의 패딩을 추가한다. 다시 말하면 패딩은 프레임이 51

2 바이트가 되도록 추가하는 길이 조정용 바이트이므로 0 ~ 448 바이트를 이에 맞추어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캐리어 확장에 의하여 512 바이트 미만의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패드(pad)를 추가하기 때문에 전송 효율

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송 효율의 저하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프레임 버스트(frame burst)를 사용한

다. 즉 하나의 송신 단말에서 최초의 프레임 송신을 충돌 없이 완료한 후에 캐리어를 해방(release)하지 않고 다음 프

레임을 계속하여 송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다른 단말에서는 캐리어 해방(carrier release) 대기 상태가 계속되므로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버

스트(burst) 송신은 최초의 프레임 송신에서 버스트 리미트(burst limit)의 송신 타이머 종료시점까지 계속하여 송신

이 가 능하다.

즉, 계속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 최초로 송신하는 프레임의 길이가 512 바이트 미만일 경우에는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캐리어 확장(carrier extension)을 하여 512 바이트로 맞추어서 송신하여야 하므로 캐리어 확장이 필요하

고, 최초로 송신하는 프레임의 길이가 512 바이트 이상인 경우에는 캐리어 확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최초의 프

레임 전송을 성공한 이후에는 캐리어 접속시간을 보장함으로써 프리앰블(preamble)과 인터프레임 갭(IFG, Inter Fra

me Gap)을 포함한 데이터를 최대 8192 바이트까지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으므로 연속하여 보내는 다음의 프레임들

은 캐리어 확장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에는 기가비트 이더넷의 메체접근제어(MAC)가 조정 부계층(RS, Reconciliation Sublayer)을 통하여 물리계층

과 접속하는 표준 인터페이스인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구성 및 동작을 IEEE 802.3에서 정의된 

규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기가비트 이더넷 표준 인터페이스인 GMII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서 TxD<7:0>(201)는 1000BASE-X/T 매체접근제어 조정부계층(GbE MAC, 1000Base-X/T MAC RS)(250)

에서 1000BASE-X/T 물리계층(GbE PHY)(260)으로 전달되는 전송 데이터로써 8 비트 병렬로 전송된다. GTX_CL

K(202)는 이러한 TxD<7:0>(201)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GbE MAC(250)에서 GbE PHY(260)으로 전달하는 12

5MHz의 클럭(clock) 신호이다.

또한 RxD<7:0>(203)는 GbE PHY(260)가 수신한 데이터를 GbE MAC(250)에 전송 하는 수신 데이터로써 8 비트 병

렬로 전송된다. 또한 GRX_CLK(204)는 이러한 RxD<7:0>(203)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GbE PHY(260)에서 GbE

MAC(250)으로 전송하는 125MHz의 클럭(clock) 신호이다.

Tx_EN(205)은 데이터 전송 기간 동안에 GbE MAC(250)에서 GbE PHY(26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내용을 알

리는 신호이다. 즉 GbE MAC(250)에서 GbE PHY(260)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에는 논리적 신호 1(Logical One, 

이하 High로 약칭)이 되며,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동안에는 논리적 신호 0(Logical Zero, 이하 Low로 약칭)으로 변

한다. Tx_ER(206)은 실제의 데이터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캐리어 확장 및 캐리어 확장 오류 발생시에 High가

되며, 다른 경우에는 Lo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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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x_DV(207)는 데이터 전송 기간 동안에 GbE PHY(260)에서 GbE MAC(250)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내용

을 알리는 신호이다. 즉 GbE PHY(260)에서 GbE MAC(250)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에는 High가 되며,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동안에는 Low로 변한다.

또한 COL(208)은 GbE PHY(260)에서 GbE MAC(250)에게 충돌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GbE PHY(260)

가 반이중(HDX) 동작 상태인 경우, GbE PHY(260)에서 GbE MAC(250)에게 송신 및 수신 매체(transmit receive m

edium)가 사용중일 때는 CRS(209)는 High가 되며 유휴 상태(idle state) 동안에는 Low로 변한다.

한편 중계기(Repeater)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신부의 GbE PHY(260)가 사용중일 때만 High가 되며 나머지 경우에

는 Low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CRS(209)와 COL(208)은 기가비트 이더넷이 반이중(HDX) 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

에 사용되는 신 호이다. 그러나 GbE PHY(260)가 전이중(FDX) 방식으로 동작일 때는 GbE PHY(260)가 생성하는 C

RS(209)와 COL(208) 신호를 GbE MAC(250)은 무시한다.

그리고, GbE MAC(250)와 스테이션 관리 엔터티(STA, Station Management Entity) 사이의 MDC(210) 및 MDIO(2

11) 신호는 GbE MAC(250)에서 GbE PHY(260)의 동작 제어(즉, FDX 또는 HDX 등) 및 상태 정보 등을 가져오기 위

한 신호들이다.

도 3은 10기가비트 이더넷 표준 인터페이스인 XGMII를 나타낸 도면이다.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는 IEEE 802.3 에서 정의하는 MAC이 조정 부계층(RS)을 통하여 물리

계층과 접속하는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이다. 이러한 10기가비트 이더넷은 기가비트 이더넷과 달리 전이중(FDX) 방

식만을 사용한다.

도 3에서 TxD<31:0>(301)는 10G BASE-X 매체접근제어 조정부계층(XGbE MAC, 10GBase-X MAC RS)(350)이 

10G BASE-X PHY(XGbE PHY)(360)에게 전달하는 전송 데이터로서 32 비트 병렬로 전송하되, TxD<7:0>, TxD<1

5:8>, TxD<23:16>및 TxD<31:24>와 같이 8 비트씩 4개의 레인(lane)으로 구분하여 전송한다.

또한 TXC<3:0>(302)는 XGbE MAC(350)에서 XGbE PHY(360)으로 전달하는 4 비트의 병렬신호로서 TxD 신호가 

데이터 신호인지 또는 제어 신호인지를 나타낸다. 즉, TXC<3:0>(302)의 각각의 신호선의 상태(High 또는 Low)에 따

라, TXC<3:0>(302)중에서 TXC<0>는 TXD<7:0>, TXC<1>은 TXD<15:8>, TXC<2>은 TxD<23:16>, TXC<3>은 T

xD<31:24>의 값들이 실제의 MAC 프레임 데이터인지 또는 MAC 프레임을 보내기 위한 프리앰블(preamble), SFD, 

프레임의 종료(End of Frame)이거나 오류 표시 신호 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TX_CLK(303)는 이러한 TxD<31:0>(301)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XGbE MAC(350)에서 XGbE PHY(360)

으로 전달하는 156.25MHz의 클럭(clock) 신호이며, TxD<31:0>(301)과 TXC<3:0>(302)의 전송 방식은 이 클럭 신

호와 동기되어 이중 데이터 레이트(DDR, Double Data Rate)방식을 사용한다.

한편, RxD<31:0>(304)는 XGbE PHY(360)가 수신한 데이터를 XGbE MAC(350)에게 전달하는 전송 데이터로서 32 

비트 병렬로 전송된다. 이때, RxD<7:0>, RxD<15:8>, RxD<23:16> 및 RxD<31:24>와 같이 8 비트씩 4개의 레인(lan

e)으로 구분하여 전송된다.

또한 RXC<3:0>(305)는 XGbE PHY(360)에서 XGbE MAC(350)으로 전달하는 4 비트의 병렬신호로서 RxD 신호가 

데이터 신호인지 또는 제어 신호인지를 나타낸다. 즉, RXC<3:0>(305)의 각각의 신호선의 상태(High 또는 Low)에 따

라, RXC<3:0>(305)중에서 RXC<0>는 RXD<7:0>, RXC<1>은 RXD<15:8>, RXC<2>은 RxD<23:16> 및 RXC<3>은 R

xD<31:24>의 값들이 실제의 MAC 프레임 데이터인지 또는 MAC 프레임을 보내기 위한 프리앰블(preamble), SFD, 

프레임의 종료(End of Frame)이거나 오류 표시 신호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RX_CLK(306)는 이러한 RxD<31:0>(304)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XGbE PHY(360)에서 XGbE MAC(35

0)으로 전달하는 156.25MHz의 클럭(clock) 신호이며, RxD<31:0>(304)와 RXC<3:0>(305)의 전송 방식은 이 클럭 

신호와 동기되어 DDR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XGbE MAC(350)와 STA 사이의 MDC(307) 및 MDIO(308) 신호는 X

GbE MAC(350)에서 XGbE PHY(360)의 동작 제어(속도 선택 등) 및 상태 정보 등을 가져오기 위한 신호들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중화 장치의 간략한 블록도면이다.

도 4에서 GbE MAC RS(401)는 도 2의 1000BASE-X/T(250)중에서 송신 블록을 나타낸다. 그리고 GMII(450)은 도

2의 GMII 중에서 GbE MAC(250)이 GbE PHY(260)에게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신호들인 TxD<7:0>, Tx_EN,

Tx_ER, GTX_CLK, CRS, COL과 관리에 필요한 MDC, MDIO로 구성된다.

또한 XGbE PHY(402)은 도 3의 10G BASE-X PHY(360)중에서 송신 블록을 나타내며, XGMII(451)은 도 3의 XGM

II 중에서 10G Base-X MAC RS(350)이 10G Base-X PHY(360)에게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필요한 신호들인 TxD<
31:0>, TXC<3:0>, TX_CLK과 관리에 필요한 MDC, MDIO로 구성된다.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MUX STA)(403)은 GbE MAC(401)이 생성한 관리 정보 및 상태 정보의 모니터링(monit

oring)에 의하여 GMII(450)에 연결된 각 포트의 동작 방식(즉, FDX 또는 HDX)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MUX(400)은 다중화 장치의 간략한 구성도로서, 도 1에서 설명된 기가비트 이더넷 신호들을 GMII(450)을 통하여 다

수의 입력 버퍼(input buffer)(404)에 저장하였다가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405)과 선택 및 변환블록(select c

onvert)(406)의 처리에 의하여 10기가비트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여 XGMII(451)를 통하여 출력한다. 이때 출력되는 

10기가비트 이더넷의 전송은 FDX 방식만이 사용되므로 개별 프레임 형태는 도 1의 (a)와 같으며, 연속되는 프레임의

경우에는 개별 프레임 사이에 10기가비트 이더넷 규격의 인터프레임 갭(IFG)을 삽입하게 된다.

그리고 광섬유(fiber)(410)는 10기가비트 이더넷 신호를 전송하는 전송 매체로서 광섬유를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역다중화 장치의 간략한 블록도면이다.

XGbE PHY(501)은 도 3의 10G BASE-X PHY(360)가 수신하는 블록을 나타내며, XGMII(550)은 도 3의 XGMII 중

에서 GbE MAC이 GbE PHY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필요한 신호들인 RxD<31:0>, RXC<3:0>, RX_CLK과 관리에 필

요한 MDC, MDIO로 구성된다. 그리고, GbE MAC RS(502)는 도 2의 1000BASE-X/T(250) 중에서 수신 블록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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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또한 GMII(551)은 도 2의 GMII 중에서 GbE MAC(250)이 GbE PHY(260)으로부터 데이터 수신에 필요한 신호들인 

RxD<7:0>, Rx_DV, Rx_ER, GRX_CLK, CRS, COL과 관리에 필요한 MDC, MDIO로 구성된다. 또한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DEMUX STA (503)은 GbE MAC이 생성한 관리 정보 및 상태 정보의 모니터링(monitoring)에 의하여 

GMII(551)에 연결된 각 포트의 동작 방식(즉 FDX 또는 HDX)을 파악한다.

도 4에서 DEMUX(500)은 역다중화 장치의 간략한 구성도로서, XGMII(550)를 통하여 입력된 10기가비트 이더넷 신

호를 버퍼 및 변환블록(buffer convert)(504)에 저장하였다가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port analysis control)(505)과 

포트선택블록(port select)(506)의 처리에 의하여 도 1에서 설명한 기가비트 이더넷 신호로 변환하여 GMII(551)를 

통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버퍼(output buffer)(507)는 도 2의 1000BASE-X/T(250)중에서 수신 블록을 나타낸

다.

도 6은 본 발명의 다중화 장치 상세 블록도면이다.

도면에서 입력버퍼(input buffer)(610), 선택 및 변환블록(select convert)(620),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630)

, 다중화부 상태모니터블록(MUX STA)(640)은 도 4의 MUX(400)내부에 표시한 입력버퍼(input buffer)(404), 선택 

및 변환블록(select convert)(406),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405), 다중화부 상태모니터블록(MUX STA)(403)

과 동일한 기능 블록이다.

그리고, GMII(650), XGMII(651)는 도 4의 GMII(450), XGMII(451)와 같은 인터페이스이다. 다중화부의 동작 제어 

과정에서 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MUX STA)(640)의 상태 정보에 따라 각각의 #1, .. , #N 포트들이 FDX 또는 H

DX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자동 절충(Auto-negotiation)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다중화부 내부의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과 연동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상세 내용은 실제 사용하는 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발

명의 범위가 아니다.

버스트 검출부(Burst detection)(617)는 다수의 이더넷 프레임을 한꺼번에 연속하여 전송하는 경우를 검출하는 것으

로서, 프레임을 받지 않는 유휴(idle)상태에서는 Low이고 Tx_EN이 High로 변화함과 동시에 High로 변화하며, Tx_

EN과 Tx_ER이 모두 Low일 때만 Low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캐리어 확장부(Carrier extension)(616)는 캐리어 확장 검출부로서 Tx_ER이 High 이고 Tx_EN이 Low 동안에만 Hi

gh인 값을 유지한다.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SOF/EOF process)(618)는 타이머(Timer), 프레임의 시작(SOF, Start Of Frame) 주소,

프레임의 종료(EOF, End Of Frame) 주소로 이 루어진 레지스터 트리플(triple)들로 구성된 라운드 로빈(round robin

) 형태의 버퍼(buffer)와 현재 처리 대기 중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의 수효를 나타내는 값, 또한 현재 처리 대기중

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을 지시하는 포인터(pointer)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이 라운드 로빈(round robin)형태의 버퍼(buffer)이므로 다수의 트리플(tripple)들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재 처리 대기중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을 

지시하는 포인터(pointer)의 값을 증가시키면 자동적으로 다음 번의 타이머(Timer), SOF 주소, EOF 주소, 타이머(Ti

mer)를 지시하는 포인터가 되도록 구성한다.

SOF 주소에는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와 캐리어 확장부(Carrier extension)(616) 및 버스트 검출부(Bur

st detection)(617)가 모두 Low 상태에 있다가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가 최초로 High인 시점에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의 SOF 주소를 저장하며, 현재 대기중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의 수효를 나타내는 레지스

터의 값을 1 만큼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와 캐리어 확장부(Carrier extension)(6

16) 및 버스트 검출부(Burst detection)(617)의 신호가 모두 Low로 변화한 시점에서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

)의 EOF 주소를 저장하고, 그 시점에서 타이머(timer)를 가동시키면 일정 시간마다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SOF/

EOF process)(618)내의 모든 타이머(timer)를 1씩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방식의 구성에서는 프레임을 처리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상태가 길어져서 또한 SOF와 EOF가 여러 번 반복

되더라도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가 오버플로우(overflow)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다수의 분리된 프레임이 

도착하여도 모두 처리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처리 대기 중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의 수효를 나타내는 레지스터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처리해야 할 이더넷 프레임이 없는 상태이거나 아직 수신 중이므로 그 포트(예를 들어 #1)는 처리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도 7은 데이터, 프레임 시작 및 종료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내부 테이블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의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블록과 도 7의 데이터 버퍼(Data)(710)는 동일하며, 도 6의 프레임 시작 및 종

료처리부(SOF/EOF process)(618)와 도 7의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SOF/EOF process)(720)도 동일하다. 도 7

의 데이터 버퍼(Data Buffer)(710)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형태의 버퍼(buffer)를 옆으로 펼쳐서 나타낸 그림이

며, 이 경우에 오른쪽이 최근이며, t-now(711)은 현재 시점을 나타낸다.

타이머(timer)(721), SOF(722), EOF(723)는 타이머(Timer), SOF 주소, EOF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트리플(trip

le)들로서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형태이지만 상하로 펼쳐서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서는 아래쪽 레지스터 트리

플(triple)이 최근임을 나타낸다.

SOF(722)의 내용은 SOF-1, SOF-2, SOF-3까지 있다. 타이머(timer)(721) 및 EOF(723)에서 각각 Timer-1, Time

r-2 및 EOF-2, EOF-2 까지만 있는 이유는 현 시점인 t-now(711)에서 GbE MAC으로부터 보내지는 세 번째 이더넷

프레임이 수신 중이기 때문이다.

Xtm(724)은 현재 처리 대기중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을 지시하는 

포인터를 나타내므로, 이 도면에서는 timer-1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Tnm(725)는 현재 처리 대기 중인 레지스터 트

리플(triple)의 수효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이 경우의 값은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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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의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와 캐리어 확장부(Carrier extension)(616) 및 버스트 검출부(Burst dete

ction)(617)가 모두 Low로 변화한 시점에서의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의 EOF 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에 의하

여 캐리어 확장(carrier extension) 뿐만 아니라 프레임 버스트(frame burst)와 같이 다수의 이더넷 프레임과 인터프

레임 갭(IFG)이 포함된 버스트(burst) 기간 동안의 하나의 프레임으로 취급한다.

한편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 에러 버퍼(error buffer)(612)는 GbE MA

C이 제공하는 GTX_CLK을 사용하여 TxD<7:0>, Tx_EN, Tx_ER 정보를 저장하는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형태의

입력 버퍼이며, GTX_CLK와 동기되어 있어서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의 주소만 알면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 에러버퍼(error buffer)(612)의 주소를 모두 알 수 있다.

CRS 생성부(CRS generation)(614)는 Tx_EN 이나 Tx_ER 또는 32비트변환 및 레인생성부(8-bit to 32-bit Conve

rter 4 lane generator)(622)의 출력 신호의 하나인 상태신호(status signal)(625)의 상태가 High이면 High를 유지

한다.

충돌상태 생성부(COL generation)(615)는 충돌 발생 검출 및 생성신호로서 본 발명인 10기가비트 이더넷 다중화부 

동작방식이 FDX이므로 항상 Low를 유지한다.

FDX 방식에서는 CRS 생성부(CRS generation)(614)와 충돌상태 생성부(COL generation)(615)에서 생성한 신호를

GMII(650)를 통하여 GbE MAC에 전달하더라도 GbE MAC은 이를 무시한다.

위와 같은 구성에서 GMII를 통하여 들어오는 TxD<7:0>, Tx_ER, Tx_EN의 신호를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 에러버퍼(error buffer)(612)에 저장하기 시작하면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

SOF/EOF process)(618)는 도 8의 Xtm(824), Tnm(825) 신호에 의하여 처리 대기중인 프레임 수효, 가장 오래된 프

레임의 처리 대기 시간 정보를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630)의 송신포트 선택제어부(xmit port select control)

(633)에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ect store)(621)는 송신포트 선택제어부(xmit port select control)(633)의 

요구에 의하여 입력버퍼(input buffer)(610) 들 중에서 특정 버퍼를 선택하여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SOF/EOF 

process)(618)에 저장된 SOF 주소와 EOF 주소를 사용하여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613), 에러버퍼(error buffer)(612) 에 내용을 저장한다.

또한 송신클럭 생성부(TX_CLK generation)(624)는 156.25 MHz 클럭(clock) 신호를 생성하여 인터프레임 갭(IFG)

삽입(insertion)블록(623)과,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8-bit to 32-bit Converter 4 lane generator)(622) 및 XGMI

I(651) 인터페이스에 TX_CLK 신호를 공급한다.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8-bit to 32-bit Converter 4 lane generator)(622)는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ect sto

re)(621)가 읽어 들인 내용 중에서 데이터 버퍼(Data buffer)(611)의 내용인 TxD<7:0>의 내용을 XGMII 규격인 Tx

D<31:0>의 4-레인(lane) 데이터로 변환한다.

즉, Tx_EN의 시작 시점은 프리앰블(preamble)신호 중에서 첫번째 바이트 신호이며 이 신호를 TxD<32:0>중에서 첫

번째 레인(lane)인 TxD<7:0>에 시작(Start) 신호로 대체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6 바이트의 프리앰블(preamble)신호

는 순서대로 레인1(lane1), 레인2(lane2), 레인3(lane3)인 TxD<15:8>, TxD<23:16>, TxD<31:24>에 옮긴다. 다음

에는 다시 레인0(lane0), 레인1(lane1), 레인2(lane2)인 TxD<7:0>, TxD<15:8>, TxD<23:16>에 프리앰블(preambl

e) 신호를 옮긴 다음, SFD 정보를 레인3(lane3)인 TxD<31:24>에 옮긴다.

다음부터는 lane0에서부터 시작하여 lane1, lane2, lane3의 순서대로 라운드 로빈(round robin)방식으로 Tx_EN이 

High에서 Low로 변할 때까지 옮긴 후에 다음 lane에는 종료(terminate) 신호(즉 0xFD)를 삽입하고, 해당되는 TXC

<3:0>의 값을 생성한다(즉 lane2에 종료(terminate)신호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TXC<3:0>중에서 3 번째 비트가 High

이므로 TXC<3:0>의 값은 0x6 가 된다).

이와 같이 8 비트의 TxD<7:0>를 32 비트의 TxD<31:0>로의 병렬 데이터 변환하고 TXC<3:0> 정보를 생성하여 송

신클럭 생성부(TX_CLK generation)(624)가 생성한 TX_CLK을 사용하여 XGMII(651)으로 출력시킨다. 또한 더 이

상 출력할 데이터가 없는 lane들은 유휴 신호(즉 0x07)값을 넣으며, 해당되는 lane의 상태를 나타내는 TXC의 비트를

High로 변경시켜 TxD<31:0>, TXC<3:0>을 TX_CLK 클럭을 사용하여 XGMII(651)으로 출력시킨다. 예를 들어 모든

lane에 유휴 신호 값을 넣는 경우에는 TXC의 모든 비트가 high이므로 TXC<3:0>의 값은 0xF가 된다.

인터프레임 갭 삽입부(IFG insertion)(623)는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ect store)(621)가 선택한 특정 입력포트(

예: #1)의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SOF/EOF process)(618)에 저장된 타이머(timer)(821), SOF(822), EOF(823)

트리플(triple)들 중에서 한 개의 트리플(triple)을 처리한 직후에 인터프레임 갭(IFG)을 삽입하여 XGMII(651)으로 

출력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GMII의 Tx_ER 정보는 다음과 처리한다. 정상적인 MAC 프레임 내의 데이터 에러는 TX_EN의 Hig

h 동안에 Tx_ER이 High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TxD<7:0>를 XGMII의 TxD<32:0>로 변환하는 과정에

서 Tx_ER에 해당하는 GMII의 TxD<7:0>가 속할 XGMII의 lane 값에 에러 값(즉 0xFE)을 넣고, TXC<3:0>중에서 그

lane에 해당하는 비트를 High로 하여 전송한다. 만약에 해당하는 lane이 0인 경우에는 GMII의 TxD<7:0>에 0xFE값,

TXC<3:0>은 0x1로 변환하여 XGMII로 출력시킨다. TX_EN이 Low 상태에서는 Tx_ER 의 High 및 Low와 관계없이

XGMII의 유휴(idle)신호 값인 0x07 값으로 변환하여 XGMII로 출력시킨다.

또한 위와 같이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8-bit to 32-bit Converter 4 lane generator)(622)에서 포트선택 및 저장

부(port select store)(621)에 저장된 GMII의 TxD<7:0>와 인터프레임 갭 삽입부(IFG insertion)(623)의 인터프레임

갭(IFG)을 XGMII(651)으로 출력시키는 동안에는 상태 신호(status signal)(625)는 High 상태이고 그 이외의 시간에

는 Low를 유지하며, 이 신호를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630)안의 송신상태저장부(xmit status)(631)와 CRS 

생성부(CRS generation)(614)에 전달한다. 그러면 송신상태저장부(xmit status)(631)는 이 값을 송신포트 선택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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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xmit port select control)(633)로 전달한다.

또한 송신테이블(xmit table)(632)에는 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MUX STA)(640)을 통하여 얻은 각 입력포트(#1, 

#2, ... , #N)의 GbE 의 동작 종류(HDX 또는 FDX) 정보가 있으며, 이 정보로서 송신포트 선택제어부(xmit port sele

ct control)(633)에서 입력포트 선택시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요구에 의하여 송신포트 선택제어부(xmi

t port select control)(633)에게 전달한다.

송신포트 선택제어부(xmit port select control)(633)는 송신상태저장부(xmit status)(631)의 출력이 High 에서 Lo

w로 변화하면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ect store)(621)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먼저 GMII(650)에 연결된 모든 입력포트가 HDX 이거나 FDX의 경우에는 송신상태저장부(xmit status)(631)의 정보

는 송신포트 선택제어부(xmit port select control)(633)의 우선순위 결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HDX와 FDX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먼저 모든 입력버퍼(input buffer)(610)들에 있는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SOF/EOF process)(618)들로부터 Tn

m(825)의 값을 가져온다. Tnm(825)의 값은 현재 처리 대기 중인 레지스터 트리플(triple)의 수효를 나타내는 값(이 

값을 편의상 X1으로 표시)이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Xtm(824)의 정보가 가리키는 타이머(timer)의 값(편의상 T1으

로 표시)을 가져온다. 다음에는 우선 순위 결정 방법을 다음 순서로 수행한다.

1) 이렇게 수집된 T1의 값을 비교하여 T1의 값이 가장 큰 GMII의 입력포트 정보를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ect 

store)(621)에 알려준다.

2) T1 최대 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X1의 값이 가장 큰 GMII의 입력포트 정보를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

elect store)(621)에 알려준다.

3) X1의 최대 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FDX인 경우의 GMII의 입력포트 정보를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

ect store)(621)에게 알려준다.

4) 모두 FDX인 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GMII의 입력포트 정보를 포트선택 및 저장부(Port select store)

(621)에 알려준다.

5)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에서 선택된 입력단자의 T1값을 0으로 하고, X1값을 1만큼 감소한 다음에, 가장 오래된 레

지스터 트리플(triple)을 지시하는 포인터(pointer)값을 증가하도록 한다.

위의 과정에서는 일례로서 FDX 방식에 대한 우선권을 3)번 과정에 주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1)번 과정에서 먼저 F

DX인 T1 값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2)번 과정에서 X1 값 대신 FDX 방식을 우선권을 주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중화 방법의 흐름도면이다.

우선 복수의 입력버퍼블록(input buffer)이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기가

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MAC) 프레임을 저장한다(810).

그리고,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MUX STA)이 10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MAC) 프레임의 관리 정보 및 상

태 정보에 의하여 상기 입력버퍼 블록(input buffer)의 동작방식을 결정한다(820).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은 상기 복수의 입력버퍼(input buffer)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발

생시켜 선택 및 변환블록(Select Convert)으로 입력한다(830).

그러면, 선택 및 변환블록(Select Control)은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MAC) 프레임 중에

서 하나를 상기 선택제어블록(Select Control)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프레임을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출

력한다(840).

도 9는 본 발명의 역다중화 장치 상세 구성도면이다.

버퍼 및 변환블록(buffer convert)(910), 포트선택블록(port select)(920),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port analysis cont

rol)(930), 역다중화부 상 태모니터 블록(DEMUX STA)(940), 출력버퍼(output buffer)(950)는 도 4의 DEMUX(500

) 내부에 표시한 버퍼 및 변환블록(buffer convert)(504), 포트선택블록(port select)(506),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po

rt analysis control)(505), 역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DEMUX STA)(503), 출력버퍼(output buffer)(507)와 동일

한 기능 블록이다.

또한 XGMII(980), GMII(981)는 도 4의 XGMII(550), GMII(551)과 같은 인터페이스이다.

DEMUX(900)의 동작 제어 과정에서는 역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DEMUX STA)(940)의 상태 정보에 따라 각각의

#1, , #N 포트들이 FDX 또는 HDX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자동 절충(Auto-negotiation)이 필요한 경우에는 DEM

UX(900) 내부의 역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DEMUX STA)(940)과 연동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상세 

내용은 실제 구현할 경우 사용하는 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니다.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XGbE PHY(501)은 XGMII(550)을 통하여 버퍼 및 변환블록(buffer convert)(910)내부의 

수신데이터버퍼(RD_buf)(911)와 수신상태버퍼(RC_buf)(912)에게 각각 RxD<31:0>, RXC<3:0>와 RX_CLK를 제공

한다. RX_CLK 는 162.25MHz의 클럭신호이며, RxD<31:0>와 RXC<3:0>는 각각 32 비트와 4 비트의 병렬 신호이다

.

수신데이터버퍼(RD_buf)(911)와 수신상태버퍼(RC_buf)(912)는 읽기(read)와 쓰기(write)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한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형태의 버퍼(buffer)이고, RxD<31:0>과 RXC<3:0>를 병렬로 저장하며, RX_CLK 정보

에 따라 DDR 방식으로 동작하는 수신데이터버퍼 블록과 수신상태 버퍼 블록이다.

이 경우, 이더넷 프레임을 수신하지 않는 유휴(idle) 상태에서의 RxD<31:0>의 값은 유휴 데이터(idle data)(즉 RxD<
7:0>, RxD<15:8>, RxD<23:16>, RxD<31:24>의 값이 모두 0x07)이며, RXC<3:0>의 값은 모두 High(즉 0xF)이다.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입력은 수신데이터버퍼(RD_buf)(911)와 수신상태버퍼(RC_buf

)(912)의 출력인 RxD<31:0>과 RXC<3:0>을 연속하여 검사하여 이더넷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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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낸다.

즉, RxD<31:0>의 값이 유휴 데이터(Idle data)이고 RXC<3:0>의 값이 모두 High인 상태에서 RxD<7:0>의 값이 프레

임 시작 데이터(frame start data, 즉 0xFB)이고, RxD<15:8>, RxD<23:16>, RxD<31:24>의 값이 모두 프리앰블(pr

eamble) 값(즉 0xAA)이며, TXC<3:0>의 값이 0x1이면 연속되는 다음의 RxD<7:0>, RxD<15:8>, RxD<23:16>, Rx

D<31:24>의 값이 각각 프리앰블(preamble) 값, 프리앰블(preamble) 값, 프리앰블(preamble) 값, 프레임 디리미터의

시작(SFD, Start of Frame Delimiter, 즉 0xFB)이면 다음 데이터부터는 정상적인 이더넷 MAC 프레임 데이터가 시

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의 출력 상태를 모두 Low에서 High로 변화시켜 역변환부(de-convert)(915)블록과 도

착주소 검출블록(DA detect)(914) 및 카운터부(counter)(916)에게 다음의 RxD<31:0>들은 도착주소(Destination A

ddress) 정보부터 시작되는 이더넷 MAC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출력인 4개 신호는 RxD<7:0>, RxD<15:8>, RxD<23:16>, Rx

D<31:24>에 상응하는 신호로써 각각의 값이 체크섬(checksum)까지의 이더넷 프레임 정보(프레임내부의 Error 포

함)이면 High, 나머지의 경우에는 Low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이더넷 프레임의 체크섬(checksum) 정보가 RxD<7:0>, RxD<15:8>까지 종료되고 RxD<23:16>에 10기

가 이더넷 프레임 종료 신호(terminate, 즉 0xFD) 및 RxD<31:24>에 idle(즉 0x07) 값이면 이때의 수신상태버퍼(RC

_buf)(912)의 출력은 0xC이고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출력은 0x3을 출력하여 이더넷 

프레임이 RxD<15:8>에서 종료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카운터부(counter)(916)는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출력이 모두 Low(즉 0x0

)에서 모두 High(즉 0xF)로 변한 시점부터 카운트 동작을 개시하여 0xF 가 아닌 값으로 변화한 시점에 카운트 동작

을 완료함으로써 수신된 이더넷 프레임의 길이(frame length)를 계산하여 그 정보를 캐리어 확장 생성부(Ext gen)(9

22)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역변환부(de-convert)(915)는 수신데이터버퍼(RD_buf)(911)가 수신한 RxD<31:0> 을 4개의 RxD<7:0>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8 바이트 이상의 라운드 로빈(round robin) 형태의 버퍼(buffer)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프레임시

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출력이 모두 Low에서 모두 High로 변화하면 역변환부(de-convert)(91

5)는 프레임 시작 데이터(frame start data) 즉 0xFB 값을 프리앰블(preamble) 값으로 변환한다.

또한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출력이 모두 High인 상태에서 수신상태버퍼(RC_buf)(91

2)에 수신된 RXC<3:0>의 값이 0x0가 아닌 경우에는 역변환부(de-convert)(915)는 해당되는 RXC<0>, RXC<1>, R

XC<2>, RXC<3>의 RxD 데이터를 검사하여 그 값이 에러(error) 신호(즉 0xFE) 이면 선택블록(selector)(921)을 통

하여 선택된 에러버퍼(error buffer)(952)의 해당하는 위치의 비트를 High로 만든다.

그리고 역변환부(de-convert)(915)는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정보에 의하여 프리앰블

(preamble) 신호부터 체크섬(checksum)까지 기간동안 선택블록(selector)(921)을 통하여 선택된 인에이블 버퍼(en

able buffer)(953)의 해당 위치들의 비트를 High로 만든다.

따라서, 선택블록(selector)(921)은 cp(922)가 지시하는 포트(port)를 선택하여 역변환부(de-convert)(915) 또는 

캐리어 확장 생성부(Ext gen)(922)가 생성한 RxD<7:0>, Rx_DV, RX_ER, CRS 신호 정보들을 해당 버퍼(buffer)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서는 편의상 첫 번째 버퍼블록이 선택되었다고 가정한다.

도착주소검출부(DA detect)(914)는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SOF/EOF detect)(913)의 출력이 모두 Low에서 모

두 High로 변화하면 다음에 계속되는 6 바이트의 값을 포트비교 및 제어블록(port compare control)(931)에게 출력

한다.

수신테이블 블록(recv table)(932)은 역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DEMUX STA)(940)으로부터 GMII(981)와 연결

된 GbE MAC RS의 수효, HDX 또는 FDX 동작 방식 및 MAC 주소 정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포트비교 및 제어블록

(port compare control)(931)은 도착주소검출부(DA detect)(914)로부터 얻은 6 바이트의 도착지 주소(Destination 

address)와 수신테이블 블록(recv table)(932)에 저장된 주소 테이블(address table)을 비교하여 동일 주소의 포트(

port) 값을 cp(923)에 저장하고, 캐리어 확장 생성부(Ext gen)(922)에는 그 포트(port)의 동작 방식(HDX or FDX)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는 도착주소검출부(DA detect)(914)의 값을 리셋(reset)시킨다.

포트이력테이블(port history table)은 cp(923), pp(924), rp(925)로 구성되어 있고, cp(923)는 현재의 이더넷 프레

임을 전송할 포트(port)번호를 나타내고, pp(924)는 바로 이전의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했던 포트(port)번호를 나타내

며, rp(925)는 2번째 이전에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했던 포트(port)번호를 각각 나타낸다.

포트비교 및 제어블록(port compare control)(931)이 특정 포트(port)값을 cp(923)에 입력시키면 원래 cp(923)에 

있던 값은 pp(924)로 이동하고 동시에 pp(923)에 있던 값은 rp(924)로 이동하는 일종의 FIFO(First In First Out)이

다.

그리고 캐리어 확장 생성부(Ext gen)(922)는 선택블록(Selector)(921)이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로 이더넷 

프레임의 체크섬(checksum)까지 전달한 직후에 캐리어 확장 신호 또는 인터프레임 갭(IFG) 신호를 선택블록(Select

or)(921)을 통하여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 에러버퍼(error buffer)(952) 및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

953)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동작을 한다.

즉, cp(923)가 HDX 동작 방식이고 pp(924)의 포트(port)와 같으며 rp(925)의 포트(port)와 다른 경우에는 카운터블

록(counter)(916)으로부터 받은 프레임 길이(frame length)가 512보다 큰 경우에는 인터프레임 갭(IFG) 신호(RxD<
7:0>값이 0x0)를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에 있는 이더넷 프레임의 체크섬(checksum) 다음에 추가하고, 이와

동일한 위치의 에러버퍼(error buffer)(952),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953)값들을 각각 Low, High로 만든다.

또한 cp(923)가 HDX 동작 방식이고 pp(924)의 포트(port)와 같으며 rp(925)의 포트(port)와 다른 경우에는 카운터

블록(counter)(916)으로부터 받은 프레임 길이(frame length)가 512보다 작은 경우에는 (512 - 프레임 길이)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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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캐리어 확장 신호(즉 RxD<7:0>값이 0xF)와 인터프레임 갭(IFG) 신호를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에 있는 

이더넷 프레임의 체크섬(checksum) 다음에 추가하고, 이와 동일한 위치의 에러버퍼(error buffer)(952),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953)값들을 각각 Low, High로 만들고 동시에 CRS 생성부(CRS generation)(954)에게는 캐리

어 확장 신호의 길이만큼 타이머(timer)값을 추가한다.

또한 cp(923)가 HDX 동작 방식이고 pp(924) 및 rp(925)의 포트(port)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레임 갭(IFG) 신

호를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에 있는 이더넷 프레임의 체크섬(checksum) 다음에 추가하고, 이와 동일한 위치

의 에러버퍼(error buffer)(952),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953)값들을 각각 Low, High로 만들고 동시에 CRS 

생성부(CRS generation)(954)에게는. 인터프레임 갭(IFG) 신호의 길이만큼 타이머(timer)값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cp(923)가 FDX동작 방식인 경우에는 인터프레임 갭(IFG) 신호를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에 있는

이더넷 프레임의 체크섬(checksum) 다음에 추가하고, 이와 동일한 위치의 에러버퍼(error buffer)(952),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953)값들을 각각 Low, Low로 만든다.

송신클럭생성블록(GRX_CLK gen)(955)은 125MHz의 GRX_CLK clock 을 생성하여 통하여 데이터 버퍼(Data buffe

r)(951), 에러버퍼(error buffer)(952),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953), CRS 생성부(CRS generation)(954) 및 

GMII(981)의 해당 GbE MAC RS에게 공급한다.

CRS 생성부(CRS generation)(954)는 일종의 타이머(timer)로써, 동작을 하는 동안의 값은 High, 동작을 멈추는 동

안에는 Low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선택블록(selector)(921)을 통하여 얻은 카운터블록(counter)(916)의 값에 프리

앰블(preamble)과 SFD 값이 추가된 값(즉 카운터블록(counter)(916)의 값 + 8)에 의하여 기가비트 이더넷의 프리

앰블(preamble)부터 동작을 하되 항상 RX_DV보다 1 클럭(clock) 지연된 동작을 하며, 캐리어 확장 생성부(Ext gen)

(922)에 의하여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에 캐리어 확장 신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캐리어 확장 신호의 길이만

큼 타이머(timer)값이 더 추가된 동작을 하고, 인터프레임 갭(IFG)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인터프레임 갭(IFG) 길이만

큼 타이머(timer)값이 더 추가된 동작을 한다.

데이터 버퍼(Data buffer)(951), 에러버퍼(error buffer)(952), 인에이블 버퍼(enable buffer)(953)는 선택블록(sele

ctor)(921)을 통하여 RxD<7:0>, RX_DV, RX_ER을 저장하는 FIFO 형태의 버퍼이며, 송신클럭생성블록(GRX_CLK 

gen)(955)의 GRX_CLK clock에 동기되어 동작하고, empty 상태에서는 항상 Low를 출력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역다중화 방법의 흐름도면이다.

우선 버퍼 및 변환블록(Buffer convert)이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

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1010),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MAC) 데이터로 변환

시킨다(1020).

그리고 나서,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Port Analysis Control)이 상기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의 도착지와 수신

상태를 분석하여 출력될 포트를 선택한다(1030).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DEMUX STA)은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전이중 방식(FDX)으로 동작하는지 

반이중 방식(HDX)으로 동작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Port Analysis Control)으로 알려준다.

포트 선택 블록(Port Select)은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에서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

블록(Port Analysis Control)이 선택한 특정포트로 전달한다(1040).

마지막으로 복수의 출력버퍼 블록(Output buffer)이 상기 포트 선택 블록(Port Select)에서 선택된 다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저장하고 출력한다(1050).

도 11은 본 발명의 의한 다중화 장치와 역다중화 장치를 사용한 시스템의 일실시예 도면이다.

도면에서 GbE MAC RS(1110), 다중화장치(MUX)(1111), XGbE PHY(1112), 역다중화장치(DEMUX)(1113), GbE 

MAC RS(1114)와, GMII(1120), XGMII(1121)는 도4의 GbE MAC RS(401), 다중화장치(MUX)(400), XGbE PHY(4

02) 및 도5의 역다중화장치(DEMUX)(500), GbE MAC RS(502), GMII(551), XGMII(550)와 동일하다. IEEE 802.3

에서의 GbE MAC RS부분은 송신과 수신 신호가 통합된 형태의 GMII 신호를 사용한다.

따라서 다중화장치(MUX)(1111)의 출력 신호 CRS를 논리합 게이트(OR gate)(1130)를 사용하여 하나의 CRS로 신

호로 합성하여 GbE MAC RS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경우에 있어서 GbE MAC이 HDX가 아닌 FDX 방식의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GbE MAC에서는 CRS와 COL신호를 무시하므로 HDX와 FDX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반도체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램, NVRAM, CAM 등), 마그네틱 저장매체(

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씨디롬, 디브이디 등) 및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전송)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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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변 길이의 고속 패킷을 단순한 시분할 다중화(TDM) 방식이 아닌 패킷 다중화(packet

multiplexing) 방식을 사용하고, 출력 대역폭(output bandwidth)보다 입력 대역폭(input bandwidth)을 크게 함으로

써 통계적 다중화(statistical multiplex) 효과를 지니며 또한 입력과 출력 인터페이스 방식에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

함으로써 범용성을 추구하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원리에서 보면 기가비트 이더넷 MAC 블록과 10기가비트 이더넷 트랜시버 사이에 IEEE 802.3 표준 인터페

이스인 GMII(Gigabit Media Independent Interface) 및 XGMII(10 Gigabit Media Independent Interface)를 사용

함으로써 범용의 칩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변 길이의 이더넷 프레임을 프로토콜 변경 없이 그대로 다중화 

및 역다중화 하여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패킷분류(packet classification)나 트래픽 관리(traffic manage

ment) 등의 코프로세서(co-processor)와 같은 고가의 복잡한 기능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다이 나믹(dynamic)하게 

패킷을 다중화 하여 10기가 이더넷 프레임을 생성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 전송

의 경우에 10개 이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다중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저장하

는 복수의 입력버퍼블록;

10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의 관리 정보 및 상태 정보에 의하여 상기 입력버퍼 블록의 동작방식을 결정

하는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

상기 복수의 입력버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선택제어블록; 및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상기 선택제어블록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프레임을 10기가비트 미디

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출력하는 선택 및 변환블록을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버퍼블록은,

입력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데이터를 8비트 병렬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 버퍼;

입력되는 데이터의 에러 발생상태를 저장하는 에러 버퍼;

데이터의 전송 가능 여부를 저장하는 인에이블 버퍼;

상기 에러버퍼 또는 상기 인에이블 버퍼의 상태를 나타내는 CRS 생성부;

최소 캐리어 접속시간을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캐리어 확장부;

데이터의 충돌발생여부를 검출하는 충돌상태 생성부;

다수의 이더넷 프레임을 한꺼번에 연속하여 전송하는 것을 검출하는 버스트 검출부; 및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버퍼, 상기 에러 버퍼, 상기 인에이블 버퍼는,

입력 클럭에 동기되어 동작하고 상기 3개의 버퍼를 합해서 라운드 로빈 형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확장부는,

상기 에러 버퍼와 상기 인에이블 버퍼가 1 인 상태에서만 캐리어 확장 상태로 인식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버스트 검출부는,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받지 않는 유휴상태에서 0 이었다가 상기 인에이블 버퍼가 1 로 변화함과 동

시에 버스트의 시작을 인식하고 상기 인에이블 버퍼와 상기 에러 버퍼가 모두 0 으로 변화할 때를 버스트의 종료로 

인식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는,

타이머와 프레임 시작 주소 및 프레임 종료 주소를 모아놓은 트리플로 구성된 라운드 로빈 형태의 버퍼; 및

현재 처리 대기중인 상기 트리플의 수효 및 대기중인 버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트리플을 지시하는 포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및 변환블록은,

상기 선택제어 블록의 정보에 의하여 입력버퍼 블록을 선택하고 그 입력버퍼 블록의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정

보와 상태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포트선택 및 저장부;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에 저장된 기가비트 미디어 인터페이스 신호를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

로 변환시키는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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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프레임 갭 데이터를 만들어 상기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로 삽입하는 인터프레임 갭 삽입부; 및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송신 클럭을 생성시켜 상기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와 상기 인터프레임 갭 삽입

부로 공급하는 송신클럭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프레임 갭 삽입부는,

선택한 특정한 입력버퍼 블록의 상기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에 저장된 타이머, 프레임 시작 주소, 프레임 종료주

소로 구성된 복수의 트리플 들 중에서 하나를 처리한 직후에 인터프레임 갭을 삽입하도록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제어블록은,

송신상태정보를 받아 저장하는 송신상태저장부;

각 입력포트의 주소를 저장하는 송신테이블 저장부; 및

각 입력버퍼 블록내의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의 상태정보와 상기 송신상태저장부의 송신상태정보 및 상기 송신

테이블 저장부의 정보에 의하여 특정한 입력버퍼 블록을 선택하는 송신포트 선택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상태저장부는,

상기 다중화부 상태모니터 블록으로부터 각 입력포트의 주소정보 및 동작방식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상기 송신포트 

선택제어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송신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은,

상기 송신상태저장부의 송신테이블에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반이중 방식 동작인지 전이중방식 동작인지의 

동작상태를 알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장치.

청구항 12.
(a) 복수의 입력버퍼블록이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매

체접근제어 프레임을 저장하는 단계;

(b) 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이 10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의 관리 정보 및 상태 정보에 의하여 상기 

입력버퍼 블록의 동작방식을 결정하는 단계;

(c) 선택제어블록이 상기 복수의 입력버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d) 선택 및 변환블록이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상기 선택제어블록

의 제어신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프레

임을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복수의 입력버퍼블록이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저장하는 단계는,

(a1) 데이터 버퍼가 입력되는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를 8비트 병렬로 저장하는 단계;

(a2) 에러 버퍼가 전송되는 데이터의 에러 발생상태를 저장하고, 인에이블 버퍼가 데이터의 전송 가능 여부상태를 저

장하는 단계;

(a3) CRS 생성부가 상기 에러버퍼 또는 상기 인에이블 버퍼의 상태를 저장하는 단계;

(a4) 버스트 검출부가 다수의 이더넷 프레임을 한꺼번에 연속하여 전송하는 버스트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 및

(a5)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가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

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가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단계

는,

(a5-1) 상기 인에이블 버퍼와 상기 캐리어 확장부와 상기 버스트 검출부의 출력신호가 모두 0 인 상태에 있다가 상기

인에이블 버퍼의 출력신호가 최초로 1 이 되는 시점에서 버퍼에 저장되는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단계;

(a5-2) 현재 대기중인 타이머와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시작 주소 및 매체접근 제어 프레임 종료 주소를 1 만큼 증가시

키는 단계;

(a5-3) 상기 인에이블 버퍼와 상기 캐리어 확장부 및 상기 버스트 검출부의 출력신호가 모두 0 으로 변화한 시점에서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단계; 및

(a5-4) 타이머를 가동시켜 일정시간마다 처리 대기중인 모든 타이머들의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및 변환블록이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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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스트 검출부가 다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버스트 송신하는 신호를 검출한 경우, 이러한 

다수의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과 인터 프레임 갭 데이터를 하나의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

로 변환시켜 다중화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

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및 변환블록이 상기 입력된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단계는,

(c1)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가 상기 선택제어 블록의 정보에 의하여 입력 버퍼 블록을 선택하고 그 입력버퍼 블록의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정보와 상태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단계;

(c2)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가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에 저장된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를 10기가

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단계;

(c3) 인터프레임 갭 삽입부가 인터프레임 갭 데이터를 만들어 상기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로 삽입하는 단계; 및

(c4) 송신클럭 생성부가 10기가비트 미디어 인터페이스 송신 클럭을 생성시켜 상기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와 상기 

인터프레임 갭 삽입부로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가 상기 선택제어 블록의 정보에 의하여 입력버퍼 블록을 선택하고 그 입

력버퍼 블록의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정보와 상태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단계는,

(c1-1) 상기 송신포트 선택제어부의 요구에 의하여 특정한 입력버퍼 블록을 선택하는 단계; 및

(c1-2) 상기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가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의 시작주소와 종료주소를 사용하여 상기 입력버퍼 

블록에 저장된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데이터와 상기 인에이블 버퍼와 에러버퍼의 데이터를 상기 신호변환 및 

레인생성부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방법.

청구항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제어블록이 상기 선택 및 변환블록으로 하여금 상기 복수의 입력버퍼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하는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단계는,

(d1) 송신상태저장부가 송신상태정보를 받아 저장하는 단계;

(d2) 송신테이블 저장부가 각 입력포트의 주소를 저장하는 단계; 및

(d3) 송신포트 선택제어부가 각 입력버퍼들의 프레임 시작 및 프레임 종료 처리 블록의 상태정보와 상기 송신상태저

장부의 송신상태정보 및 상기 송신테이블 저장부의 정보에 의하여 특정한 입력버퍼 블록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포트 선택제어부가 특정한 입력버퍼 블록을 선택하는 단계는,

(d3-1) 처리 대기중인 값이 1 이상이고 타이머의 값이 가장 큰 입력버퍼 블록이 1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버

퍼 블록의 정보를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에 알려주는 단계;

(d3-2) 상기 타이머의 값이 가장 큰 입력버퍼 블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 대기중인 값이 가장 큰 입력버퍼 블

록의 정보를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에 알려주는 단계;

(d3-3) 처리 대기중이 값이 가장 큰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 입력버퍼블록의 정보

를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에 알려주는 단계;

(d3-4) 만일 전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입력버퍼 블록의 정보를 상기 포트선택 및 저장부에게 알려

주는 단계;

(d3-5) 상기 (d3-1) 내지 (d3-4)와 같은 입력버퍼 블록의 선택과정이 종료되면 상기와 같이 선택한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에 있던 타이머의 값을 0으로 하고 처리 대기중인 값을 1만큼 감소시키는 단계; 및

(d3-6) 프레임 시작 및 종료처리부의 포인터를 두 번째로 오래된 타이머를 지시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

이 패킷 다중화방법.

청구항 20.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

를 저장하고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버퍼 및 변환블록;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에서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특정포트로 전달하는 포트 선택 블록;

상기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의 도착지와 수신상태를 분석하여 출력되는 포트를 선택하는 포트분석 및 제어

블록;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전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반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으로 알려주는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 및

상기 포트 선택 블록에서 선택된 다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복수의 출력버퍼 블록을 포함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은,

표준 인터페이스인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입력되는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는 수신 데이터 버퍼;

수신되는 이더넷 프레임 데이터의 상태를 저장하는 수신상태버퍼;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 프레임의 시작과 종료를 검출하는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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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되는 이더넷 프레임 도착지 주소를 검출하는 도착주소검출부;

수신되는 이더넷 프레임의 길이를 측정하는 카운터부; 및

32비트 병렬로 이루어진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8비트 병렬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

접근제어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역변환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데이터 버퍼와 수신상태버퍼는,

읽기와 쓰기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라운드 로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165.25MHz 클럭에 따라 이중 데이

터 레이트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 선택 블록은,

상기 역변환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복수의 출력버퍼블록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부;

캐리어 확장 및 인터프레임 갭을 생성하여 상기 선택부로 전달하는 캐리어 생성 확장부; 및

현재 선택된 포트를 포함하여 이전에 선택되었던 2개까지의 포트를 저장하는 포트이력테이블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포트 분석 및 제어블록은,

출력포트의 동작방식정보 및 매체접근제어 주소를 저장하는 수신 테이블; 및

도착지 주소를 비교하여 포트 선택을 하는 포트 비교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

중화 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테이블은,

상기 역다중화 상태 모니터 블록과 연결된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수신부의 수 정보;

반이중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또는 전이중방식으로 동작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 및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주소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 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버퍼 블록은,

포트 선택 블록으로부터 받은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 데이터를 8비트 병렬로 저장하는 데이터 버퍼;

상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에러상태를 저장하는 에러 버퍼;

상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인에이블 상태를 저장하는 인에이블 버퍼;

상기 에러 버퍼와 상기 인에이블 버퍼의 상태를 저장하는 CRS 생성부; 및

클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데이터 버퍼, 상기 에러버퍼, 상기 인에이블 버퍼에 공급하는 송신클럭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버퍼, 에러 버퍼, 인에이블 버퍼는,

FIFO 형태로 구성되고, 기가비트 이더넷 송신 클럭에 동기되어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

화 장치.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CRS 생성부는,

상기 기가비트 이더넷 송신 클럭에 동기되어 동작하고, 상기 인에이블 버퍼보다 항상 1클럭 지연되어 동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9.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은,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의 수신테이블에게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반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전이중방

식으로 동작하는지의 동작상태를 알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장치.

청구항 30.
(a) 버퍼 및 변환블록이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단계;

(b)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이 상기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의 도착지와 수신상태를 분석하여 출력되는 포트를 

선택하는 단계;

(c) 역다중화부 상태 모니터 블록이 각각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전이중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반이중 방식으로 동

작하는지를 판단하여 상기 포트분석 및 제어블록으로 알려주는 단계;

(d) 포트 선택 블록이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에서 변환된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특정포트로 전달하는 단계; 및

(e) 복수의 출력버퍼 블록이 상기 포트 선택 블록에서 선택된 다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프레임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방법.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 및 변환블록이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단계는,

(a1) 수신 데이터 버퍼가 표준 인터페이스인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입력되는 10기가

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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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수신상태버퍼가 수신되는 이더넷 프레임 데이터의 상태를 저장하는 단계;

(a3)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가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 프레임의 시작과 종료를 검출

하는 단계;

(a4) 도착주소검출부가 수신되는 이더넷 프레임 도착지 주소를 검출하는 단계;

(a5) 카운터부가 수신되는 이더넷 프레임의 길이를 측정하는 단계; 및

(a6) 역변환부가 32비트 병렬로 이루어진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8비트 병렬의 기가

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시작 및 종료검출부가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 프레임의 시

작과 종료를 검출하는 단계는,

(a3-1) 상기 수신데이터버퍼에 저장된 값이 유휴데이터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a3-2) 상기 수신상태버퍼에 저장된 값이 모두 1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a3-3) 상기 (a3-1) 단계와 상기 (a3-2) 단계의 판단 결과 수신데이터버퍼에 저장된 값이 유휴데이터이고 수신상태

버퍼에 저장된 값이 모두 1이고, 수신데이터의 최하위 8비트의 값이 프레임 시작 데이터이고 나머지 값이 프리앰블이

고 수신상태버퍼 값이 1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a3-4) 상기 (a3-3) 판단결과 맞으면, 수신데이터버퍼에 입력되는 다음 데이터의 최상위 8비트의 값이 프레임 시작 

데이터이고 나머지 값이 프리앰블이면 그 이후에 수신데이터버퍼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정상적인 이더넷 매체접근제

어 프레임 데이터로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방법.

청구항 33.
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을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이 변환된 데이터를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

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출력하는 가변길이 패킷 다중화 장치; 및

10기가비트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XGMII)의 형식에 따라서 입력되는 10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복수의 기가비트 이더넷 매체접근제어 프레임으로 변환시켜 출력하는 가변길이 패킷 역다중화 장치를 포함

하는 가변길이 패킷 전송장치.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다중화부 입력측의 CRS 생성신호와 역다중화부 출력측의 CRS 생성신호를 논리합으로 연산하여 

기가비트 이더넷 미디어 독립 인터페이스의 CRS 신호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길이 패킷 전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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