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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서 구성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접속 장치에 대한 행위 요건을 정의

한 룰 파일 (18) 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접속 장치의 복수개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

을 설명하는 오퍼레이션 파일이 수신된다. 이 네트워크 접속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룰 프로그램은, 룰 파일과 오

퍼레이션 파일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룰 프로그램은, 룰 파일에 의해 정의되는 행위 요건에 따라서, 네트워크 접속 디

바이스의 개별 컴포넌트의 성능을 위하여,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개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

션들 중에서 선택되는 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오퍼레이션, 프리컴파일, 컴포넌트

명세서

관련출원에 대한 크로스 레퍼런스

본원은 2000년 9월 1일자 출원 미국 가출원번호 제60/230,532호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 분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룰 (rule) 에 기초하여 폴리시 (policy)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오늘날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아이덴티티 (identity) 에 각각 다른 레벨의 서비스 (예를

들어, 서비스의 질 (QoS)) 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예를들어, 라우터, 스위

치 또는 브릿지) 를 통하여 다수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예를들어, 웹 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 셋톱박스 등) 가 네

트워크에 접속되는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다수의 요인들에 의해 이러한 네트워크 디바이

스에 차별화된 QoS 를 제공하는 능력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네트워크 매니저가 차별화된 QoS 를 제공하고자 하는 환경은, 다수의 사용자가 단일 접속에 액세스할 수 있고, 보다 

적절하게는, 기업의 원격 사무소가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는 사무실 환경을 포함한다. QoS 차별화가 특히 바람직한 

또다른 환경은, 다수의 사용자가 단일의 네트워크 접속을 공유하는 다중 유닛 (Multi-Tenant Unit; MTU) (예를들어,

고층 아파트나, 콘도미디엄 단지) 내에서이다.

또한, 비즈니스 또는 MTU 환경 내에서, 최종사용자와 소정의 성능 레벨을 보증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간에는 

서비스 레벨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는, 구리-기반 (copper-based) 디지털 가입자 라인 (DSL) 전송기술이 MT

U, 원격 사무소, 키오스크 (kiosk), 공익시설 또는 소매점에 효과적인 비용으로 수 메가비트의 성능을 발휘하는 가능

성을 제공함에 따라,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발명의 요약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서 구성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행위 요건을 정의하

는 룰 파일을 수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개의 구성요소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 (o

peration) 들을 설명하는 오퍼레이션 파일이 수신된다. 이 룰 파일과 오퍼레이션 파일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접속 다

비이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룰 프로그램이 생성된다. 이 룰 프로그램은, 룰 파일에 의해 정의되는 행위 요건에 따라

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개별 구성요소에 의한 성능에 대한 네트워크 접속 디바 이스의 복수개의 구성요소에 의

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로부터 선택된다.

이하, 본 발명의 다른 특징을 첨부된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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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은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는 것으로, 동일부호는 동일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1 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서, 버츄얼 머신의 예시적인 형태 내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저의 오퍼

레이션을 하이 레벨에서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2 는 트래픽 분류 결정을 하는데 이용되는 일련의 분류 룰을 액세스하는 버츄얼 머신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예시적인 배치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3 은 버츄얼 머신의 형태내의 예시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저 아키텍쳐의 보다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블록도이

다.

도 4 는 패킷에 대해 적용되는 폴리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신 패킷으로부터 추출되는 패킷 서명의 이용에 대한 개

념적 설명을 제공하는 블록도이다.

도 5 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서, 폴리시 테이블에 관한 보다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블록도이다.

도 6 은 트랜잭션 2 와 트랜잭션 3 이 트랜잭션 1 의 직접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상호 흐름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7 은 ATM 물리 계층의 매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서, 폴리시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

는 흐름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서,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오퍼레이션의 하이 레벨에서의 도식적 표현을

제공하는 블록도이다.

도 10 은 편리하게 레지스터라고 표기된 콘텍스트화된 데이터 세트에, 편리하게 오퍼레이션이라고 표기된 프로세스 

행위 정의를 결합하는데 이용되는 다수 개의 룰을 개념적으로 포함하는 룰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서 구성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12 는,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LAN;104) 를 통하여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에 결합되는 워크스테이션 각각에 호스팅되는 예시적인 배치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 은 패킷으로부터 수신되는 서명 및 날짜 정보를 이용하는 분류 룰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 는 정보 프로파일에 기여하기 위한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의 VNIC 패킷의 통신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5 는, 또다른 실시형태에서, 각각의 워크스테이션 (102) 내의 등록부 (113; registry) 의 복사와 도메인 서버로부

터의 등록부 매니지먼트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6 은 대역 분할 분류 룰의 예시적인 형태에서, 분류 룰에 의해 이용되는 정보 프로파일을 확립하고 기여하기 위한

, VNIC 세션동안 VNIC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VNIC 패킷의 통신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7 은 일련의 기계판독가능한 명령의 형태로서, 상술한 방법중의 임의의 하나의 방법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실

행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시적인 형태내의 머신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세한 설명

데이터 통신 디바이스에서 구성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 및 시스템이 설명된다. 이하, 설명의 목적으로,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특정 세부사항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특정 세부사항들

없이도 행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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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 버츄얼 머신 (10) 의 예시적인 형태 내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저의 

하이 레벨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특히, 도 1 은, 버츄얼 머신 (10) 이 네트워크 접속 (또는, 데이

터 통신) 디바이스 (12; 예를들어, 브리지, 스위치, 또는 라우터) 상에 호스팅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버츄얼 머신 (10) 

은 네트워트 소유자에 의해 제공되는 일련의 분류 룰 (18) 에 의해 수신 네트워크 트래픽 (16) 을 분류하는 분류기 (1

4) 를 구비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이 수신 네트워크 트래픽 (16) 내의 각각의 패킷은 분류기 (14) 에 의하여 여러 

플로우 클래스들 (20)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각각의 패킷들이 서로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 지를 정의하는 분류 룰에

의해 인스턴스 (instance) 들 (22) 로 진행한다.

도 2 는 트래픽 분류결정을 하는데 이용되는 일련의 분류 룰들 (18) 을 액세스하는 버츄얼 머신을 (10) 을 구비하는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0 의 예시적인 배치를 설명하는 블록도이다. 이 분류 룰들 (18) 은, 분류를 하는데 요구되

는 만큼 단순하거나 복잡할 수 있으며, 분류를 위해서 특정 형태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서명 (signature)' 을 정의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서명' 이라는 용어는,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로부터 추출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네트워크 트래

픽에 관련되는 정보로서 선택되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특성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이용된다. 도 2 에 나타낸 예시적인 

배치내에서, 버츄얼 머신 (10) 이 수개의 10baseT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수개의 인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ingr

ess virtual interface; 24) 를 통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신하고, 수개의 이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egress virt

ual interface; 26) 을 통하여 분류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ATM 또는 ADSL 네트워크 접속부로 출력하는 것을 나타낸

다. 일 실시형태에서, 버츄얼 머신 (24, 26) 은 물리적 포트 및/또는 버츄얼 채널을 구비할 수 있다. 인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4) 중의 하나로부터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분류 룰 (18) 을 이용하여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서

운용상 분류된다. 그 후, 분류 룰 (18) 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패킷, 프레임 또는 셀이 적절한 이그레스 버츄얼 인

터페이스에 라우팅, 스위칭. 또는 브리징된다.

예를들어, 3 계층에서, 패킷들은 소스 또는 목적지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 서비스 비트의 형태, 및 프로토콜 형태

와 같은 기준에 기초하여, 버츄얼 인터페이스 (24, 26) 사이에서 라우팅될 수 있다. 이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6)

가 수개의 VCC 를 갖는 ATM 버츄얼 머신이면, 이하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버츄얼 머신 (10) 은 서비스 품

질에 기초한 라벨을 계산하여 그 라벨에 의해 관련 패킷으로 진행하도록 동작할 수 있다. 2 계층에서는, 소스 및 목적

지 MAC 주소들, 프레임 형태, 캡슐화 배열 등을 이용하여, 프레임들이 버츄얼 인터페이스들 (24, 26) 간에 스위칭된

다. 이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6) 가 ATM 버츄얼 머신이면, 그 버츄얼 머신 (10) 은 특정 2 계층 흐름에 대해 규

정된 QoS 요건에 기초하여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일 실시형태에서, 그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는 듀얼 스위칭

되는 10baseT 이더넷 포트, 8 Mbps ADS 모뎀, ATM SAR 프로세싱, 이데넷 브릿징 및 IP 라우팅 등을 지원하는 고

성능의 ISE 프로세서에 기초할 수 있다.

도 3 은 버츄얼 머신 (10) 의 형태에서 예시적인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저 아키텍쳐의 보다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블록

도이다. 예시적인 실시형태에서, 버츄얼 머신 (10) 은 분류기 (14) 와 라벨기 (labeler;15) 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나

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선, 분류기 (14) 를 설명하면, 그 분류기 (14) 는 패킷을 예를들어, 수개의 플로우 클래스

및 플로우 인스턴스 중의 하나로 분류하도록 동작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분류기 (14) 가 각각의 패킷 서명으로부터, 

(1) 패킷이 속하는 플로우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플로우 클래스 판별기 (FCD), 및 (2) 플로우 클래스 패킷이 어느 인스

턴스에 속하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플로우 인스턴스 판별기 (FID) 를 추출하여 그 패킷 서명을 2 개의 개별 필드로 파

싱시킨다. 통상, 플로우 클래스가 전송 제어를 규정하는 것에 이용되는 반면, 플로우 인스턴 스는 승인 (admission) 

제어를 규정하는 데 이용된다.

도 3 은 자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3 개의 개별 룰 기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 룰 기반 프로

세스는 분류기 (14) 에 의해 행해지는 분류 프로세스이다. 일 실시형태에서, 분류 룰 (18) 은 단순 네트워크 매니지먼

트 프로토콜 (SNMP) 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다른 2 개의 룰기반 프로세스는 상술한 이벤트 매니지먼트 룰 (17) 과 

라벨 매니지먼트 룰 (19) 을 이용하여 행해진다. 일 실시형태에서, 이벤트 매니지먼트 룰 (17) 과 라벨 매니지먼트 룰 

(19) 은 컴파일된 버츄얼 머신 룰을 이용하여 구성되며, 그 버츄얼 머신의 컴파일링은 본 명세서에서 더 설명한다. 이

벤트 매니지먼트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컴파일된 이벤트 매니지먼트 룰 (17) 은 플로우 클래스 (20) 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중요 이벤트와 관련된다. 이러한 룰과 이벤트의 예는 아래 표 1 에 제공된다.

[표 1]

이벤트 매니지먼트 룰 이벤트

생성 새로운 플로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경우

삭제 플로우 인스턴스가 삭제되는 경우

자원충돌 새로운 인스턴스가 자원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양의 문턱값 평균 데이터레이트가 구성된 문턱값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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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문턱값 평균 데이터레이트가 구성된 문턱값보다 작은 경우

이벤트 매니지먼트 룰 (17) 은 승인제어 폴리시의 지원하에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의 세부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이용되며, (예를들어, RSVP) 자원보관 프로토콜에 응답하여 적절한 행위를 구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라벨 매니

지먼트 룰 (19) 은 라벨기 (15) 에 의해 피어투피어 (peer-to-peer) 라벨 교환 프로토콜 (예를들어, LDP) 를 불러내

고 응답하는데 이용된다. 이로 인하여, 라벨 공간의 동적 결합이 인접 네트워크 디바이스들 간에 발생할 수 있다.

예시적인 '서명' 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도 4 는 관련 패킷 (29) 에 대하여 적용되는 폴리시를 식별하기 위

해서, 수신 패킷 (29) 으로부터 추출되는 패킷 서명 (31) 의 이용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제공하는 또다른 블록도이다. 

그 서명 (31) 은 분류 룰 (18) 에 의해 규정되며, 패킷 (29) 내에서 임의의 패킷 및/또는 데이터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

다. 서명 (31) 은 관련 패킷 (29) 의 취급에 대한 폴리시를 정하기 위해서, 폴리시 테이블 (예를들어, MIB) 내의 룩업 (

lookup) 을 행하는 태그 (tag) 로서 이용된다. 도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폴리시는 수개의 서비스 파라미터 (32) 를

규정한다. 예시적인 실시형태에서, 그 서비스 파라미터 (32) 는 ATM 트래픽 매니지먼트에 관련되고, 1 개 이상의 이

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6) 에 의해 출력되는 다양한 플로우에 서비스 파라미터 (32) 를 적용시키는 ATM 트래픽

매니지먼트 모듈 (34) 에 제공된다. 예를들어, 서비스 파라미터 (32) 는 어떤 플로우는 높은 QoS 로 제공되는 반면, 

다른 플로우는 낮은 QoS 로 제공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패킷 (29) 의 서명 (31) 은 분류기 (14) 에 의해 다른 유사하지 않은 패킷으로부터 패킷 (29) 을 차별하는데 이용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서명을 갖는 패킷의 열 (또는, 다른 네트워크 트래픽 유닛) 을 '플로우' 라고 한다. 플로우는,

분류기 (14) 가 그 플로우의 서명을 갖는 패킷 (29) 을 인식하는 경우에 인스턴스화되며, 플로우의 서명을 갖는 패킷 

(29) 간의 시간량이 특정 시간량 (예를들어, 플로우의 인터벌 타임아웃) 을 초과할 때까지 지속된다.

버츄얼 머신 (10) 은 임의의 구조를 서명 (312) 또는 패킷 (29) 에 부과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하나의 콘텍스트 (co

ntext) 에서, 서명 (31) 은 단지 패킷 (29) 의 목적지 IP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콘텍스트에서는, 서명 (31) 은 목

적지 IP 주소와 소스 MAC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임의의 주어진 콘텍스트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서명 (31) 은 공학적 

관심사이며, 주어진 콘텍스트에 의해 결정된다.

분류기 (14) 는, 분류 룰 (18) 을 평가함으로써, 패킷 (29) 의 서명 (31) 을 결정하도록 동작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분

류 룰 (18) 은 아래 표 2 에 열거된 1 개 이상의 패킷필드를 포함하는 불리언 표현 (Boolean expression) 을 포함한

다.

[표 2]

필드 네임 필드의 설명

SMA 패킷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소스 MAC 주소

DMA 패킷을 포함하는 프레임의 목적지 MAC 주소

SIP 패킷의 소스 IP 주소

DIP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

PRO 패킷의 IP 프로토콜 필드

TOS DiffServ DS 필드로서도 사용되는 패킷 서비스 필드의 IP 타입

SPO 소스 TCP 또는 UDP 포트

DPO 목적지 TCP 또는 UDP 포트

RXL
패킷의 수신 라벨. 이는 수신패킷 (예를들어, MPLS 의 경우, 802.1q

등) 에 할당되는 라벨이다

또한, 인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4) 는 패킷 서명 (31) 의 함축적인 부분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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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라서, 폴리시 테이블 (30) 에 관 한 보다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블록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분류기 (14) 는 태그들 (예를들어, 플로우 클래스 판별기들 (FCDs)) 과 폴리시 테이블 (30) 에서그

들의 대응 폴리시들 (플로우 클래스들) 사이를 관련시킴으로써 구성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폴리시 테이블 (30) 내의 

각각의 엔트리는, 일련의 데이터 아이템 세트로서, 이들 중에서 분류용으로 이용되는 패킷 서명 (31) 의 필드로 규정

된다. 각각의 필드 (SMA 와 DMA 는 제외) 에는 값과 마스크가 주어진다. SMA 와 DMA 필드는 각각 값을 가지며, 어

떠한 마스크와도 관련되지 않는다. 패킷 (29) 의 수신시, 분류기 (14) 는, 패킷 (29) 의 서명 (31) 과 매칭하는 엔트리

에 대하여 폴리시 테이블 (30) 을 검색한다. 이러한 매칭을 찾기 위해서, 일 실시형태에서는, 우선, 분류기 (14) 가 FC

D 마스크를 갖는 패킷 서명 (31) 을 마스크한 후, 그것을 FCD 값과 비교한다. 매칭이 성공적이면, 패킷 (29) 은 대응 

플로우 클래스의 멤버로서 프로세싱된다. 폴리시 테이블 (30) 내의 엔트리는 최선의 매칭이 우선 발견되도록 정렬된

다.

또한, 도 5 는 플로우 클래스 테이블 (36) 을 설명한다. 일단 패킷 (29) 이 특정 플로우 클래스로 분류되면, 그것은 플

로우 클래스 테이블 (36)내의 규정에 따라서 프로세싱된다. 따라서, 플로우 클래스 테이블 (36) 은 도 4 를 참조하여 

상술한 폴리시들의 예시적인 구현예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플로우 클래스 테이블 (36) 은 관련 플로우가 행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이터 아이템의 시퀀스이다.

일 실시형태에서, 플로우 클래스 (36) 는, (1) 인스턴스 선택자 필드, (2) 인스턴스 타임-아웃 필드, (3) 최대 인스턴스

필드, (4) 전송 코드 포인트 필드, 및 (5) 가역 플로우 필드 등의 복수개의 필드를 포함한다.

클래스 테이블 (36) 의 인스턴스 선택자 필드가 패킷 (29) 의 서명 (31) 필드를 이용하여 플로우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을 구별하도록 지정한다. 테이블 (36) 내에서 지정된 인스턴스 선택자가 없다면, 관련 플로우 클래스로 분류된 모든 

패킷 (29) 들이 동일한 인스턴스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스턴스 타임-아웃 필드는 소정의 플로우내에서 인스턴스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장 긴 인터-패킷 갭을 지정한다.

관련 플로우의 2개의 패킷 (29) 이 이 인터-패킷 갭보다 길게 이격된 경우, 이들을 상이한 인스턴스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도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플로우 클래스 1의 제 1 및 제 2 'A' 패킷 사이의 시간은 인스턴스 타임-아웃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대 인스턴스 필드는 존재할 수 있는 특정 플로우의 동시 인스턴스의 최대 개수를 지정한다. 이 필드에서, 값은 'N' 

으로 설정된다. 'N+1' 인스턴스 생성을 시도하는 패킷 (29) 은 폐기될 것이다. 트래픽 패턴이 너무 많은 플로우 인스

턴스를 형성하는 경우, 분류기 (14, classifier) 는 리소오스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전송 코드 포인트 필드는, 지정된다면, 송신 패킷에 대한 소위 전송 '행위 코드 포인트' 가 될 값을 포함한다. 행위 코

드 포인트는 버츄얼 머신 (10) 이 플로우를 포워드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값이다 (예를들어, 패킷 등을 대기시키고 포

워드하는데 이용될 알고리즘을 지정한다). 패킷 포워딩 프로세싱은 프로토콜 특성이므로, 행위 코드 포인트는 패킷 

포워딩과 조합된 의미론 (semantics) 의 정규화 (normalization) 이다. 패킷에서 포워딩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그레스

(egress) 버츄얼 인터페이스 (26) 가 이 값을 자체 피어-투-피어 (pier-to-pier) 프로토콜 소유 전송으로 맵을 형성

할 것이다.

가역 플로우 필드에서, 플로우는 가역 플로우 (reciprocal flow) 를 식별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즉, 플로우의 결과로

서 생성된 플로우의 가역 방향으로의 트래픽). 이를 트랜잭션 (2, 3) 은 트랜잭션 (1) 의 직접 시퀀스로서 발생된 도 6

에 나타낸다. 버츄얼 인터페이스가 그 가역 플로우를 바인드 (bind) 하도록 구성되지 않는 경우, 버츄얼 머신 (10) 는 

트랜잭션 (2, 3) 을 2개의 플로우로서 식별할 것이다 (예를들어, 1 패킷의 카운트를 갖는 A.B 플로우, 및 2 패킷들의 

플로우를 갖는 B.A 플로우). 그러나, 버츄얼 인터페이스가 가역 플로우를 바인드하도록 구성되는 경우, 버츄얼 머신 (

10) 은 단일 플로우만을 식별할 것이다 (예를들어, 3 패킷의 카운트를 갖는 A.B 플로우).

이하, (예를들어, 도 2를 참조하여)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4, 26) 를 설명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버츄얼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논리적 기술 (logical description) 이며, 하위의 다양한 세부항목들을 나

타내지 않는다. 예를들어, ATM 물리 계층은 도 7에 나타난 바와 같은 맵으로 형성될 수 있다.

버츄얼 머신 (10) 이 패킷을 이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6) 과 스위칭하면, 관련 패킷이 속한 플로우 클래스는 전

송 코드 포인트를 제공하여 (예를들어, 전술한 행위 코드 포인트), 관련 플로우 클래스의 전송 요건을 지정한다. 각각

의 버츄얼 인터페이스는 소정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topology) 를 지원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외부 네트워크까지

패킷의 맵을 형성하는 것을 지정하도록 형성된다. 특히, 각각의 버츄얼 인터페이스는, 하위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타

입의 설정 (예를들어, 이더넷, VDSL, ADSL 등),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할당 (즉, 물리 계층의 구현 (realization)), 버

츄얼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물리 계층의 라벨 공간의 할당, 버츄얼 인터페이스의 타입 설정 (예를들어, 이더넷,

RFC1483, PPPoverL2TP 등), 디세이블 (disable) DHCP 의 인에이블, MAC 어드레스의 할당, (라우팅 시) IP 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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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및 서브넷 마스크의 할당, IP 멀티캐스팅의 인에이블 및 디세이블, 특정 타입의 다른 버츄얼 인터페이스와의 브

로드캐스팅 인에이블 및 디세이블, 네트워크 어드레스 전송의 인에이블 및 디세이블, 및 스패닝 트리의 인에이블과 

디세이블 및 상태 (예를들어, 블로킹 (blocking), 리스닝 (listening), 포워딩 등) 우선순위 및 비용 설정의 구성을 포함

한다.

또한, 일 실시형태에서, 버츄얼 인터페이스는 다음의 정보, 수신된 유니캐스트 바이트 및 패킷, 수신된 멀티캐스트 바

이트 및 패킷, 수신된 브로드캐스트 바이트 및 패킷, 수신자 폐기된 바이트 및 패킷, 전송된 바이트 및 패킷, 및 전송자

폐기된 바이트 및 패킷을 포함한다.

도 8 은 폴리시-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 (policy-based network traffic management) 을 실행하는 예시

적인 실시형태에 따른 방법 (40) 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이다. 방법 (40) 은 블록 (42) 에서 서비스 폴리시의 설정을 

시 작한다 (예를들어, 폴리시 및/또는 플로우 클래스 테이블 (30, 36) 내에서 지정됨). 이러한 폴리시는 복수개의 룰을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상에 업로딩 및/또는 정의함으로써 정의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분류 룰 (18), 이벤트 

매니지먼트 룰 (17), 및 라벨 매니지먼트 룰 (19)).

블록 (44) 에서, 패킷 (29) 은 인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4) 에서 수신된다 (예를들어, 이더넷 포트 또는 PCI 버스

를 통해). 다음으로, 블록 (46) 에서 패킷 (29) 은 버츄얼 머신 (10) 로 IP 라우트된다. 블록 (48) 에서, 전술한 바와 같

은, 패킷 (29) 에 대한 서명을 결정한다. 블록 (50) 에서, 패킷 (29) 의 프로세싱에 적용된 폴리시를 서명에 의해 식별

함으로써, 폴리시 및/또는 플로우 클래스 테이블 (30, 36) 에 룩업 (lookup) 을 처리한다.

블록 (52) 에서, 포워딩 (및 프로세싱) 을 프로세스하여 (예를들어, ATM 채널의 식별), 다음으로, 식별된 폴리시에 의

해 지시된 바와 같은 서비스 레벨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블록 (54) 에서, 폴리시에 따라 관련 패킷 (29) 을 

이그레스 버츄얼 인터페이스 (26) 을 통해 전송한다. 다음으로, 이 방법 (40) 은 블록 (56) 에서 종료된다.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많은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각각 개별 특성 및 파라미터를 갖는 일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서브컴포넌트를 포함한

다 (예를들어, IP, PPP, ATM 등).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올바른 오퍼레이션은 이러한 서브컴포넌트 또는 네트워크 아

키텍쳐 (architecture) 의 컴포넌트 파라미터의 올바른 구성에 의존된다.

컴포넌트 파라미터는 종종 상호 의존적이면서, 상호 배타적이다. 올바른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구성은 이러한 의존성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디바이스는 개별 컴포넌트 파라미터의 설정을 허용하지만, 일

시리즈의 이산적 구성 오퍼레이션의 최종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 많은 양의 리소오스가 매니징 및 매니지드 디바이

스에게 이러한 태스크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상호 의존될 수 있는 컴포넌트 파라미터 구성의 상기

문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소형화되고, 보다 증가되고, 보다 기능적이도, 비용이 절감되며, 보다 미션 크리티컬 (m

ission critical) 할수록 유력해진다. 특히,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크게 전개되고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내의 일

부), 네트워크 운영 (administration) 편성을 위한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된다. 광대역 서비스의 볼륨 전개는 전술한 문

제의 악화에 기여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에 따른, 전술한 식별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문제를 어드레스하기 위한 제안된 해결 방법은, 

행위 방법을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명령하는, 일부 이산 구성 단계의 결과 (outcome) 를 개별 룰로 컴파일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결과는 구성 태스크가 보다 신뢰성을 갖고 (소형화된 코드 풋프린트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점, 및 

디바이스의 MTEF 상에서 역효과가 없는 구성의 레졸루션 (resolution) 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들어, 증가된 매니지먼트 해결방법은 플로우 분류 및 데이터 경로 특성과 같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행위의 상세

한 양태를 네트워크 디자이너가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도 9 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의 예시에 따른,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의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하이 레벨 다이아

그램 표현이 제공된 블록도이다.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입력으로서 (1) 특정 네트워크 디바이스 (예를들어, 

컴포넌트 행위) 의 컴포넌트 및 제약 정의 (restriction definition) 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오퍼레이

션 파일 (62), 및 (2) 특정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행위 요건을 지정하는 룰 파일 (64) 을 수신하도록 나타난다. 일 실시

형태에서, 이러한 행위 요건은 판정 트리 형태의 텍스트 표으로 나타낼 수 있다.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일 실시형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버츄얼 머신 (10) 에 적합한 명령 시퀀스 포함하

는 바이너리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오퍼레이션 파일 (62) 및 룰 프로그램 (66) 을 컴파일하는 룰 파일 (64) 를 이용한

다. 룰 프로그램 (66) 은, 룰 파일 (64) 에 의해 정의된 행위 요건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각각의 컴포넌트

를 처리함으로써,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부품들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로부터 선택된 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룰 프로그램 (66) 은, 도 3 을 참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분류 룰 (18), 이벤트 매니지먼

트 룰 (17) 및 라벨 매니지먼트 룰 (19) 을 구성하는 일부 시퀀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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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버츄얼 머신 (10) 의 주요 위치로 룰 프로그램 (66) 을 로딩함으로써 보안 및 

처리용 방법에서 버츄얼 머신 (10) 을 정의하는데 이용된다.

일 실시형태에서, 도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일부 요약 데이터 프로세스 및 콘텍스트 (

context) 를 구성하는 룰 디자이너에게 모델을 표시한다. 특히, 도 10 은 룰 프로그램 (66) 이 간단하게 등록 (registe

r, 70) 으로 명명되는 프로세스 행위 정의와 간단하게 등록 (72) 로 명명되는 데이터의 콘텍스트화된 설정을 바인드하

기 위해 이용되는 일부 룰 (68) 을 (예를들어, 명령 시퀀스) 개념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나타낸다. 특정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가 일부 더욱 작은 컴포넌트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용 전체 프로세스 

및 콘텍스트는 일부 대응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다. 도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세스에

할당하고자 하는 각각의 컴포넌트 (예를들어, TCP 프로토콜 또는 ATM 디바이스 드라이버) 를 새로운 또는 기존의 

등록 (72) 상의 룰 (68) 클래스를 통해 동작시킬 수 있다.

특정 컴포넌트는 복수개의 프로세스와 함께 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컴포넌트 TCP는 데이터 플레인 프로세스 및 매

니지먼트 플레인 프로세스에 오퍼레이션을 제공한다.

룰 (68) 은 특정 프로세스 (73), 훅 (74), 및 콘텍스트 (75) 를 선언하고,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특정 룰 (68) 

에 이용되는 모든 컴포넌트 및 오퍼레이션이 그 선언과의 일치성이 보장되도록 동작된다. 훅 (74) 은 룰 (68) 이 어드

레스될 수도 있는 프로세스내의 위치로 고려될 수도 있다. 룰 프로그램 (66) 이 판독되고 테스트되면,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의 행위는 완벽하게 표시될 수 있다.

룰 프로그램 (66) 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면, 일 실시형태에서, 룰 프로그램 (66) 은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로 

종속되기 이전에 일치성이 체크된 일 형식의 컴파일된 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한다. 이산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예

를들어, 이러한 체크를 위한 SNMP를 설정) 은 상호 배타적이고, 일치성 체크가 결여된 불능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룰 (68) 은 실행 이전에 프로그래머에 의해 인증되고,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의해 체크된다.

프로토콜 레벨 (예를들어, SNMP) 에서의 보안만이 시스템으로의 액세스를 인증하지만 수행된 오퍼레이션의 결과에

는 그렇지 않는데 반해, 이는 기능적 레벨의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룰 프로그램 (66) 은 임의의 런-타임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에 독립적으로 컴파일되고 로드된, 이러한 방법에서, 

소위 '매니지되지 않은 (unmanaged) ' 시스템은 특성을 나타난 능력이 유지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룰 프로그램 (66) 은 컴파일되면서, 프로세싱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고 빠르게 실행한다. 이는 데이터-

경로 행위 (예를들어, 패킷 필터링 및 폴리시 구성) 및 통상의 구성 매니지먼트 (예를들어, IP 어드레스 등의 할당) 를 

정의하기 위해 이용되는 일치하는 방법 및 툴-세트의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룰 프로그램 (66) 은, 일 실시형태에서, 

인증된 증명에 의해 '할당'될 수 있는 컴파일된 바이너리 오브젝트이고, 애플리케이블 시스템 상에서만 실행될 지식에

할당된다.

오퍼레이션 파일 (62) 의 실시형태의 예의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룰 프로그램 (66) 이 형성된 오

퍼레이션은 오퍼레이션 파일 (62) 내에 포함된다.

버츄얼 머신 (10) 의 실시형태는 일부 이산 및 재생 가능 (re-useable) 소프트워어 파트, 각각 개별 컴포넌트에 의헤 

지원되는 오퍼레이션을 설명하였던 오퍼레이션 파일 (62) 내에 부분으로 갖는 명명화된 컴포넌트로 분류될 수 있다. 

프로덕트 모델은 정의된 일 세트의 컴포넌트를 갖는 버츄얼 머신 (10) 의 특정 인스턴스로 나타낼 수도 있다. 프로덕

트 모델로 나타낸 버츄얼 머신 (10) 은 구성 컴포넌트의 오퍼레이션만을 실행할 수 있다. 각각의 컴포넌트는 글로벌 

식별자를로 할당되고, 자체 오퍼레이션 명칭공간 (namespace) 을 갖는다. 런 타임 시, 각각의 컴포넌트의 실행은 버

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으로의 오퍼레이션을 등록한다. 새로운 룰이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도입되면 (예

를들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통해, 또는 메모리로부터),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새로운 룰과 등록된 실행 사

이의 일치성을 체크한다. 1 내지 1216-1 사이에 할당된 식별자는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있다.

도 10을 다시 참조하면, 룰 프로그램 (66) 내의 룰 (68) 은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 형성된 요약 엔터티 (abstract e

ntity) 와 조합된다. 이러한 요약 엔터티는 이들의 행위 및 데이터로 정의된다. 특정 프로세스 (73) 는 특정 행위를 단

독으로 식별하고, 콘텍스트 (75) 은 특정 데이터 환경을 단독으로 식별한다. 룰 프로그램 (66) 의 올바른 오퍼레이션

을 요구하는 프로세스 (73) 및 콘텍스트 (75) 은 관련된 룰 프로그램 (66) 의 명령 시퀀스로 코드화된다. 버츄 얼 머신

(10) 은 등록된 실행이 특정 룰 (68) 에 의해 요구된 것을 동일한 프로세스 (73) 와 콘텍스트 (75) 가 지원하는 것을 

체크한다. 예시적 오퍼레이션 파일 (62) 의 문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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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umber>는 32-비트 GOP의 고차 12-비트를 형성하는 1 내지 65535 사이의 유효 숫자.

<ident>는 유효 식별자.

<context-ident>는 콘텍스트명인 <ident>.

<context-number>는 콘텍스트 명명된 <context-ident>의 글로벌 콘텍스트 식별자인 <number>.

<process-ident>는 프로세스명인 <ident>.

<process-number>는 프로세스 <process-ident>의 글로벌 프로세스 식별자인 <number>.

<hook-ident>는 프로세스내의 훅명인 <ident>.

<hook-number>는 훅 <hook-ident>의 프로세스 범주의 식별자.

<component-ident>는 컴포넌트명인 <ident>.

<component-number>는 컴포넌트 <component-ident>의 글로벌 식별자인 <number>.

<mnemonic-ident>는 오퍼레이션의 간략기호인 <ident>.

<function-ident>는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는 C 기능명인 <ident>.

<signature>는 후술될 오퍼레이션의 서명.

<op-number>는 32-비트 GOP의 저차 12-비트를 형성하는 오퍼레이션의 식별자인 <number>.

따라서, 일 실시형태에서, 일 컴포넌트의 각각의 오퍼레이션 (70) 은 3가지 타입 중 하나로 선언한다.

여기서,

ACTION 은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하고, 만약 성공적이면 패스 (PASS)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 (FAIL) 하는 오퍼레

이션이다. 액션이 실패하는 경우, 시스템의 상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PREDICATE 는 시스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오퍼레이션이다. 테스트가 참이면, 오퍼레이션은 패스할 것이다. 만약 

테스트가 거짓이면, 오퍼레이션은 실패할 것이다.

MONITOR 는 시스템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오퍼레이션이며, 패스 또는 실패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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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시,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실행 오퍼레이션이 실행된 후에는, 실행에 의해 실시된 시스템의 변경이 백트

랙 (backtrack) 을 방해하기 때문에, 룰 프로그램 (66) 이 액션 오퍼레이션을 실행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모니터 오퍼

레이션 (미도시) 은 룰 프로그램의 실행을 전송하는 방식이 될 때까지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3) 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어, 특정 컴포넌트가 특정 서브-넷을 위한 IP 어드레스를 찾는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고, 캐쉬로 이 IP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것을 가정한다. 만약, 기존 IP 어드레스가 캐쉬 내에서 유효하다면, 룰이 그 이후에 실패하는 오

퍼레이션을 포함하더라도, 오퍼레이션은 모니터에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액션으로 나타난다.

룰 파일 (64) 로 돌아가서, 전술한 바와 같이, 룰 파일 (64) 은 바이너리-형 룰 프로그램 (66) 으로 변환되는 텍스트가

된다. 룰 파일 (64) 내에, 일 실시형태의 예시에서, 일부 룰이 정의되고, 개별 룰은 공식을 갖는 판정 트리를 포함한다.

컴플렉스 판정 트리가 룰 파일 (64) 내의 추가적인 IF..THEN..ELSE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하여 구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술어 (predicate) 와 액션 (action) 양쪽은 오퍼레이션의 시퀀스로 만들어지고, 그들 각각은 실행될 때 PASS

또는 FAIL 일 수 있다. IF-부분의 모든 오퍼레이션이 패스하면 특정한 룰의 THEN-부분 스테이트먼트 가 실행된다. 

IF-부분의 오퍼레이션 중 임의의 한 오퍼레이션이 실패하면 특정한 룰의 ELSE-부분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된다.

예시적인 룰 파일 (64) 에 대한 문법이 아래에 제공된다:

<rule>

여기서:

<ident> 는 룰 (68) 의 명칭이다. 룰 (68) 의 명칭이 입력 파일의

명칭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다 적은 확장자)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경고를 생성할 것이다.

<ruleHdr>

룰 헤더는 모든 전체 룰 (68) 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룰 헤더의 문법은 다음과 같다:

<processDecl>

룰 (68) 의 프로세스는 룰 (68) 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적인 환경을 기술한다. 프로세스 선언 (declaration) 

은 룰 (68) 이 목표로 되어 있는 훅 포인트 (hook point) 를 포함한다.

<contextDecl>

룰 (68) 의 콘텍스트는 룰 (68) 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 환경을 기술한다. 상기 환경은 룰의 오퍼레이션들

이 동작하는 데이터 영역 및 사용할 오퍼레이션들의 개정 (revision)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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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ontext-ident> 는 콘텍스트의 글로벌 명칭인 <ident> 이다.

<keyDecl>

룰 (68) 의 키는 룰의 기원 (origin) 을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16진법 스트링이다. 버츄얼 머신 (10) 이 룰을 로드할 때,

룰 (68) 의 키는, 관련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할당되어 있던 '공유 시크리트 (shared secret)' 와 컴패터블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여기서:

<key-hstring> 은 상기 룰에 대한 인증 키를 형성하는 <hstring> 이다.

<constant>

콘스탄트 데이터 아이템은 히프-오브젝트 (heap-object) 또는 인라인-오브젝트 (inline-object) 내부에 컴파일되고 

할당된 식별자를 이용하여 인용될 수 있다.

<heapObject>

히프 오브젝트는 파라미터 히프라고하는 룰 (68) 의 영역내에 저장된다. 이들 아이템은 인접하는 모듈로 4 시퀀스의 

바이트로서 취급된다. 히프 오브젝트의 첫번째 2바이트는 타입 필드이고, 히프 오브젝트의 두 번째 2 바이트는 바이

트 단위의 길이 필드이고, 나머지 바이트는 패딩이 후속할 수 있는 오브젝트 값이다. 히프 오브젝트는 다음의 문법을 

사용하는 룰에서 선언된다:

여기서:

<cstring> 은 프린트가능 캐릭터 (character) 의 임의의 시퀀스이다.

<hstring> 은 캐릭터 '0'.. '9', 'A'..'F' 및 'a'..'f' 의 임의의 시퀀스이다.

예를들어,

STRING CompanyName = 'Xstreamis plc.'

DATA macAddress = ’1122AB33DA76’

히프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 오퍼레이션이 그 서명의 적절한 위치에 '0' 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inlineObject>

인-라인 콘스탄트 오브젝트는 다음의 문법을 사용하여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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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트의 선언에 후속하여, 룰 (68) 에서 <ident> 의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값 <number> 에 의해 교체되는 것을 유

발한다.

콘스탄트는 히프상에 상주하지 않지만, 정수 리터럴 (literal) 과 동일한 방식으로 명령 스트림에 배치되어 있다.

<macro>

매크로는 주어진 명칭에 의해 인용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의 내역 (specification) 이다. 주어진 명칭이 룰 

(68) 에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특정한 명령들의 시퀀스로 대체된다.

여기서:

<macro-ident> 는 매크로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ident> 이다.

<macroBody> 는 매크로 식별자에게 할당된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이다.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는 <macroBody> 의 외양 (appearance) 이었던 것처럼 <macro-ident> 의 임의의 외양

을 번역할 것이다.

<ruleBody>

룰 (68) 의 몸체 (body) 는 다음의 문법을 갖는다:

여기서:

<complexExpression> 는 컴플렉스 인-픽스 (in-fix), 포스트-픽스

(post-fix) 또는 프리-픽스 (pre-fix) 표현이다

(이 문법은 http://vm.html 에서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다).

<literal> 은 16진법 또는 10진법 콘스탄트이다.

<operation>

이것은 오퍼레이션 파일 (62) 에 정의된 오퍼레이션의 호출 (invocation) 이다. 오퍼레이션의 명칭은 오퍼레이션 파일

(62) 에서 그것에 할당하는 니모닉 식별자 (mnemonic) 이고, 인수 (argument) 리스트에서의 인수의 타입 및 룰의 콘

텍스트 선언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다.

컴포넌트는 동일한 니모닉 식별자를 갖는, 그렇지만 상이한 인수 타입이거나 또는 상이한 콘텍스트 혹은 패키지로 갖

는 다중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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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nemonic-ident> 는 VOP 파일에서의 오퍼레이션으로 할당된 니모닉인

<ident> 이다.

<argList> 는 <mnemonic-ident> 에 대응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인수를 형성하는 제로 이상의 표현의 시퀀스이다.

NOT 키워드가 오퍼레이션에 선행하면 오퍼레이션의 LOP 코드내에 니게이션-비트 (negation bit) 가 설정됨으로써 

버츄얼 머신 (10) 이 오퍼레이션의 센스를 인버트하게 된다.

<literal>

리터럴 오브젝트는 명령 스트림내에 저장된 32-비트 값이다. 오퍼레이션이 호출되면, 버츄얼 머신의 명령 포인터가 

첫 번째 리터럴값 (만일 있다면) 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기대 리터럴 오브젝트를 초과하는 명령 포인터를 

진행하는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는 (즉, 그것이 다음 오퍼레이션 코드를 지정하도록 함) 함수의 책임이다.

여기서:

<number> 는 0 과 2  16 -1 사이의 임의의 10진 또는 16진 값이다.

<heapObject-ident> 는 <heapObject> 에 할당되어 있는 <ident> 이다.

<const-ident> 는 <constant> 에 할당되어 있는 <ident> 이다.

이제 룰 프로그램 (66) 으로 돌아가서, 룰 프로그램 (66) 은, 예시적인 일 실시형태에서, 네트워크 엔디안(endian) (예

를들어, 빅-엔디안) 타입 순서로 저장된 32-비트값들의 시퀀스로서 버츄얼 머신 (10) 내부로 로드된다. 일 실시형태

에서, 룰 프로그램 (66) 내의 룰들은,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모든 링크와 인덱스들이 네트워크 엔터티인 채로 암

호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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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직 넘버

룰의 워드 0 은 워드 시퀀스를 유효 룰 (68) 로서 식별하는 32-비트 넘버이다.

룰 (68) 의 구조의 개정이 상기 넘버 내에 암호화되어 있다.

2. 룰 콘텍스트

룰의 워드 1 과 2 는 룰 (69) 의 콘텍스트를 가리킨다.

워드 1 은 버츄얼 머신 콘텍스트이고,

워드 2 는 컴포넌트 콘텍스트이다.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는 룰 (68) 에 사용되는 모든 오퍼레이션이 이들 2개의 콘텍스트 중 하나에서만 오퍼레이션하는

것을 보장한다.

모든 콘텍스트과 오퍼레이션이 오퍼레이션 파일 (62)에서 연관된다.

룰 길이

룰 (68) 의 워드 3 은 룰 (68) 의 길이이다. 암호화된 값이 현재의 위치로부터 룰 (68) 의 길이이다, 즉 <룰의 길이> - 

3.

3. 최종 GOP 인덱스

룰 (68) 의 워드 3 은 최종 GOP 인덱스이다. 이것은 룰의 개시로부터 오퍼레이션 시퀀스의 최종 GOP 까지의 오프셋

이다. 버츄얼 머신은 이 값을 사용하여 히프의 개시를 위치시킨다.

4. 첫 번째 GOP 인덱스

룰의 워드 4 는 첫 번째 GOP 인덱스이다. 이것은 룰 (68) 의 개시로부터 오퍼레이션 시퀀스의 첫 번째 GOP 까지의 

오프셋이다. 버츄얼 머신 (10) 은 이 값 을 사용하여 인증키의 존재 및 오퍼레이션 시퀀스의 개시를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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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증키

워드 5 는 첫 번째 GOP 인덱스와 오퍼레이션 시퀀스의 첫 번째 GOP 와의 사이에 제로 이상의 워드를 차지하는 선택

적인 인증키를 포함한다. 인증키가 없으면, 워드 5 는 오퍼레이션 시퀀스의 첫 번째 GOP 를 포함한다.

5. 오퍼레이션 시퀀스

인증키를 추종하는 것은 오퍼레이션들의 시퀀스이다. 각 오퍼레이션은 GOP, LOP 및 제로 이상의 리터럴로 이루어진

다.

5.1 글로벌 오퍼레이션 코드

GOP 는 오퍼레이션을 일반적으로 식별하는 32-비트 값이다. GOP 는 16-비트 컴포넌트 식별자와 16-비트 오퍼레

이션 식별자의 연결에 의해 형성된다.

5.2 로컬 오퍼레이션 코드

LOP 는 오퍼레이션이 필요로 하는 인수의 개수를 식별하고, 그러므로 암호화된 오퍼레이션의 전체 길이를 식별한다.

버츄얼 머신은 룰 (68) 을 버츄얼 머신 내부로 로딩하는 동안 LOP 내의 값들을 소정의 런-타임 정보로 고쳐쓴다.

LOP 는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AAAA NFFF FFFF FFFF UUOO OOOO OOOO OOOO

여기서:

A 오퍼레이션의 애러티 (arity) (즉, 명령 스트림으로부터 소모하는

리터럴 인수의 개수)

N 네가티브 센스-버츄얼 머신은 오퍼레이션의 센스를 인버트해야 한다

(즉, 패스하는 오퍼레이션에 의해 그것의 포함하는 절이 실패로

될 것이다).

F 실패 오프셋 (즉, 이 오퍼레이션이 실패해야 하는 사건으로 지속하기

전에 생략하는 오퍼레이션의 개수)

U 비사용

O 오퍼레이터 기능 인덱스. VM 은 그것이 룰을 시스템 내부로 구속할 때

이것을 고쳐쓴다.

5.3 인수

오퍼레이션 인수들은 오퍼레이션까지 통과되는 값들이다. 명령 스트림내의 인수의 개수는 '애러티' 필드에서 LOP 내

에 암호화된다. 인수의 값은 32-비트 리터럴 값이거나, 또는 룰의 개시로부터 히프 오브젝트까지의 32-비트 오프셋

이다.

6. 히프 오브젝트

히프는 오퍼레이션까지 인수로서 통과되는 콘스탄트 데이터를 포함한다. 각 히프 오브젝트의 첫 번째 워드는 16-비

트 오브젝트 식별자 및 16-비트 오브젝트 길이를 포함하는 헤더이다. 오브젝트 식별자는, 오브젝트가 캐릭터 스트링

이면 1의 값을 갖고, 오브젝트가 헥스 스트링이면 2 의 값을 갖는다. 오브젝트 길이는 바이트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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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은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대한 구성 정보를 프리-컴파일링하

는 방법 (80) 을 나타내는 플로우 차트 이다. 블록 (82) 에서는, 오퍼레이션 파일 (62) 와 룰 파일 (64) 가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에서 접수되고 있다.

블록 (84) 에서는, 버츄얼 머신 컴파일러 (60) 가 오퍼레이션 파일 (62) rhk 룰 파일 (64) 을 dldyd함으로써 예를들어,

상술된 바와 같이 룰 프로그램 (66) 을 컴파일한다.

블록 (86) 에서는, 룰 프로그램 (66) 이, 사용자 (또는 관리자) 요청에 응답하여,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내부로 

로드된다. 예를들어, 룰 프로그램 (66) 은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원격지로부터 네트워크 접속 디바

이스 (12) 내부로 로드될 수 있다.

블록 (88) 에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상에 동작하는 버츄얼 머신 (10) 은 컴포넌트의 등록된 오퍼레이션들과 룰 프

로그램 (66) 의 오퍼레이션들 간의 일치성 테스트를 수행한다.

블록 (90)에서, 룰 프로그램 (66) 은 풀 프로그램 (66) 에 따라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보다 구페적으로는 네

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의 컴포넌트) 를 구성하도록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 실행된다. 그후, 방법 (80) 은 블록 

(92)에서 종료한다.

버츄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아웃오브밴드 (OOB) 통신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호스트 결합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예를들어 스위치,

브리지, 또는 라우터)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

102; 워크 스테이션) 상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된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이하 기술

하는 다수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하 기술하는 예시적인 실시형태에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버츄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으로 편리하게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예시적인 실시

형태를 위한 편리한 표기에 불과하다.

도 12 는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104; LAN)를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 디

바이스 (12) 에 결합되는 워크스테이션 (102) 각각에서 호스팅되는 예시적인 배치 시나리오의 다이어그램이다. 또한,

사용자 (106) 는 워크스테이션 (102) 각각과 관련된다.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이하 설명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개별 워크스테이션 (102) 상에서 각

각 실행된다. 또한,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상태 정보 (예를들어, QoS 파라미터, 네트워크 트래픽 

파라미터,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 행해진 폴리시 판정에 관한 폴리시 판정 정보 등) 를 해당 사용자 (106) 에게 통

신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데스크탑의 태스크바 (task bar) 상에 작은 아이콘을 선택적으로 각각 인스톨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는 폴리시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구현하도록 상술한 바

와 같이 버츄얼 머신 (10) 을 호스팅한다. 한편,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버츄얼 머신 (10) 에 선택적

인 기능을 제공하여, 버츄얼 머신 (10) 이 상술한 폴리시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있게 하도록 요

구되지 않는다. 일 실시형태에서,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버츄얼 머신 (10) 과 연동하여 향상된 폴

리시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 성능을 제공한다. 예를들어,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호스트

결합 디바이스 (예를들어, 이더넷 카드 또는 WAN 어댑터) 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이점들을 중앙 위치형 네트워크 접

속 디바이스 (12) 에 제공하도록 동작한다. 이런 이점들은, 관리자 (administrator) 가 사용자 또는 작업 그룹에 기초

하여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의 행위을 변경하는 성능, 사용자와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간의 일대일 상

호작용 (예를들어, 팝업 다이얼로그 및 선택 메뉴들을 통하여) 을 갖는 성능, 특정한 인밴드 QoS 시그널링에 대한 필

요성이 없이 트래픽 요건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성능, 네트워크 접속 디바

이스 (12) 가 네트워크 인증 메카니즘에 관여하고 종속되는 성능, 및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의해 구현되는 

폴리시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 전략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사이트 에이전트 (예를들어, 자바 애플

릿) 가 배치되는 성능을 포함한다.

이런 이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 12 는 폴리시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에 의해 유지되며, 버츄얼 머신 (10) 의 예시적인 형태인, 네트워크 트래픽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이용되는

정보 프로파일 (108) 에 기여하는 각각의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을 나타낸다. 일 실시형태에서, VNI

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 액세스되는 정보 프로파일 (108) 에 기여하도록 개별

워크스테이션 (102) 과 버츄얼 머신 (10) 간에 아웃오브밴드 (OOB; out-of-band) 시그널링을 이 용한다. 정보 프로

파일 (108) 에 기여하는 정보는, 예를들어 사용자의 네트워크 액세스 권리에 관한 도는 특정 워크스테이션 (102) 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네트워크 액세스 권리는, 예를들어, 커뮤니티 멤버쉽 등의 특정 사용자 또는 워크스테이션

에 대한 특정 대역폭 어텐션 (bandwidth attention) 로서 명시될 수 있다. 또한, 정보 프로파일 (108) 에 기여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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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용자 또는 워크스테이션 (102) 의 네트워크 액세스 요건 (예를들어, 대역폭 요건) 과 관련된 정보, 워크스테이

션 (102) 에서의 네트워크 트래픽 조건과 관련된 데이터, 또는 워크스테이션과 관련된 등록부 (registry) 로부터 검색

된 정보 (예를들어, 작업 그룹의 멤머십을 명시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 프로파일 (108) 은 버츄얼 머신 (10) 이 트래픽을 분류할 때 패킷에 포함된 것 이외의 정보를 고려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 프로파일 (108) 에 포함된 정보는 폴리시 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네트워크 전략을 보충하도록 버츄

얼 머신 (10) 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정보 프로파일 (108) 을 더 지속적으

로 갱신할 수 있다. 예를들어, 사용자 (106) 가 워크스테이션 (102) 에 로그온하고 네트워크 도메인 또는 그룹에 의해

인증되는 경우,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에 의해 버츄얼 머신 (10) 으로 지속

적으로 포워드될 수 있다. 버츄얼 머신 (10) 은 사용자 (106) 의 현재 트래픽 로드에 의해 요구되는 리소스 또는 이런 

리소스들이 현재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명시하는 정보로 응답한다. 이런 교환은 사용자 세션의 범위를 정하는 '킵 얼라

이브 트랜잭션 (keep-alive transaction) ' 의 콘텍스 트내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킵 얼라이브 트랜잭션' 은 이산적

인 이벤트를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제공하며, 이는 디바이스가 리소스를 그 처분에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패킷 (29) 이 버츄얼 머신 (10) 에서 수신되는 경우, 패킷 구조의 다양한 부분을 검사하고, 네트워

크 운영 폴리시 (network administration policy) 를 반영한 룰 세트에 따라서 그것을 폴로우로 할당하여 분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패킷 (29) 자체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분류 룰 (18) 은 물리적인 

정보 (예를들어, 수신 포트) 와 콘텍스트 정보 (예를들어, 날짜, 소정 이벤트의 발생, 특정 패킷의 이전 수신, 트래픽 

밀도를 명시하는 패킷들간의 시간량) 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도 13 은 패킷 (29) 으로부터 수신한 서명 (3

1) 과 날짜 정보 (112) 양쪽을 이용하는 분류 룰 (18) 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분

류 룰 (18) 은 네트워크 트래픽 폴리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포트 어느 특정 네트워크 트

래픽이 수신되었는가에 대한 체크의 우수한 콘텍스트를 얻으려는 경우의 디바이스 (12) 의 포트) 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다.

패킷 (29) 으로부터 추출한 상세 정보를 이용하고, 분류 룰 (18) 을 적용하여, 버츄얼 머신 (10) 은 플로우 클래스를 

높은 분해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를 통과하는 데이터를 단순히 관찰하여 추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된다.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은 추가적인 정보가 분류 룰 (18) 을 이용하는 

버츄얼 머신에 의해 구현되는 분류 프로세스에 이용가능하게 되도록 동작한다.

도 14 는 VNIC 패킷 (114) 들을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으로부터 정보 프로파일 (108) 로 통신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정보 프로파일 (108) 은 차례로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 이용된 분류 룰 (18) 에 대한 입

력을 구성하여 폴리시기반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방식을 구현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액티브 사용자의 계정과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사이의 킵-얼라이브 트랜잭션은, 예를 들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워크스테이션 (102) 의 MAC 어드레스와 정보 프로파일 (108)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다

음으로, 도 14 에 나타낸 분류 룰 (18)(및 다른 폴리시 룰) 은, 폴리시 결정들을 행하는 경우에, 정보 프로파일 (108) 

내에 포함된 부가적인 기준들에 액세스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정보 프로파일 (108) 들은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정보 프로

파일들이 관리 부담을 발생시키고,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

스 (12) 를 I/O 대역폭보다는 오히려 사용자 커뮤니티의 크기로 스케일링해야하기 때문이다. 일 실시형태에서, VNIC 

프로토콜은, 킵-얼라이브 트랜잭션 동안에, 분류 룰 (18) 들에 의해 이용되는 네크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로 정보 

프로파일 (108) 을 통신한다.

일 실시형태에서, 정보 프로파일 (108) 은 워크스테이션 (102)(또는 PC)의 등록부 (registry) 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워크스테이션 정보, 애플리케이션 정보, 및 사용자 긍정응답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및 정보 프로파일 (108) 들을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로 통신하는

VNIC 프로토콜의 예시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예시적인 사용 시나리오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WAN 

(Wide Area Network) 의 대역폭을 3 개의 커뮤니티들 즉, 골드, 실버, 및 브론즈 커뮤니티들로 분할하기를 원한다. 

골드 및 실버 커뮤니티는 명백한 멤버쉽을 가지는 반면에 브론즈 커뮤니티는 모든 사용자들이 속하는 디폴트 커뮤니

티이다. 하나의 예시적인 실시형태에서, 이러한 분할 배치는, 3 가지 단계 즉, (1) 광역 접속을 제공하는 단계, (2) 패

킷 분류를 제공하는 단계, 및 (3)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파일을 배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시적인 실시형태에서는, 광역 접속을 제공하는 제 1 단계를 다루면서, 3 개의 개별 회로들을 각 커뮤니티의 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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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설정한다. 이하, 표 3 은 이러한 회로들의 세부사항들을 제공한다.

[표 3]

개별 회로들은 영구적인 버츄얼 회로들을 이용하는 정적 채널들, 또는 시그 널링 (예들 들어, 라벨 분포 또는 콜 셋-

업) 의 일부 결합을 이용하는 동적 채널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패킷 분류를 제공하는 제 2 단계로 진행하면, 분류 룰 (18) 은 버츄얼 머신 (10) 에 의해 이용되는 네크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로 도입되며, 전송자의 커뮤니티 멤버쉽에 따라 패킷들의 분류를 지정한다. 이하, 예시적인 룰 정

의를 제공한다.

RULE BwPartition // 룰의 명칭

PROCESS DATA_PLANE(LABEL) // 룰은 데이터 면의 라벨 훅에 관

한 것이다

USES Packet_Revision_1 // 룰은 패킷 개정 1 을 가정하여 기록됨

INTEGER GOLD = 1 // 골드 커뮤니티

INTEGER SILVER = 2 // 실버 커뮤니티

INTEGER BRONZE = 3 // 브론즈 커뮤니티

INTEGER GOLD_VCC = 30 // 골드 채널

INTEGER SILVER_VCC = 20 // 실버 채널

INTEGER BRONZE_VCC = 10 // 브론즈 채널

BEGIN

COMPONENT SIGS // sig 스위치의 op-코드 세트를 이용

IF

UserProfileIsKnown // 이 패킷에 대하여 활성화된 V-NIC 섹션

인가 ?

THEN

IF

UserCommunityIS(GOLD) // 사용자가 골드 커뮤니티에 있는 경우

THEN SetTxLabelI(GOLD_VCC) // 골드 VCC를 이용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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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않으면

IF

UserCommunity(SLIVER) // 만일 사용자가 실버 커뮤니티에

있는 경우

THEN SetTxLabelI(SILVER_VCC) // 실버 VCC를 이용하고, 그렇

ELSE 지 않으면

IF

UserCommunityIs(BRONZE) // 만일 사용자가 브론즈 커뮤

니티에 있는 경우

THEN SetTxLabelI(BRONZE_VCC) //브론즈 VCC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DISCARD //그것이 무효 프로파일!

ELSE

SetTxLabelI(BRONZE_VCC) // V-NIC 가 동작하지 않으면

END // 브론즈 커뮤니티를 디폴트시킴

상기 분류 룰 (18) 로부터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룰 (18) 은 프로세스 DATA_PLANE 의 부분으로 선언되며, 훅 포인

트 LABEL 로 타겟화된다. 이것은 이그레스 플로우들에 사용될 정확한 전송 라벨을 결정해야 하는 데이터 면의 부분

이다. 룰 (18) 은, 개별 커뮤니티를 각각 나타내는 3 개의 정수를 규정하며, 이 3 개의 정수 각각은 VCC 에 대응한다. 

패킷 (29) 이 도착하고, LAVEL 룰이 실행되는 경우에, 룰 (18) 은 먼저 술어 'USERPROFILEISKNOWN'을 호출한다

. 이러한 동작은 관련 플로우 호출을 위한 현재의 VNIC 세션이 있으면 성공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만일 VNIC 세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 패킷 (29) 은 '브론즈' VCC 의 디폴트로 라벨화된다. 그러나, 만일 VNIC

세션이 활성화된 경우에, 분류 룰 (18) 은 관련 정보 프로파일 (108) 의 커뮤니티 속성을 조직적으로 체크하여 그 프

로파일이 속하는 커뮤니티를 결정한다. 관련 속성이 위치하는 경우에, 전송 라벨은 대응하는 VCC 로 설정된다. 커뮤

니티 식별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패킷 (29) 은, 이것이 잘못 구성된 정보 프로파일 (108) 을 포함함으로, 간

단히 폐기된다.

예시적인 사용자 시나리오의 제 3 단계는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의 배치이다. 특히, 실버 또는 골드 

라벨로 분할된 네트워크에 참가한 각 워크스테이션 (102) 에 대하여, 관리자는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예를 들어, 필요한 설정 업로드들을 포함하는 CD 또는 웹사이트로부터) 을 인스톨해야한다. 또한, 관리자는 각 네트

워크 사용자 (또는 로그온 계정) 에게, 골드, 실버, 또는 브론즈의 커뮤니티 멤버쉽 값을 가진 VNIC 속성 '커뮤니티'를

할당 한다. 그 속성 값은 분류 룰 (18)에서 선언된 골드, 실버 또는 브론즈의 정의에 대응한다.

등록부 (113) 는 각 워크스테이션 (102) 에서 복사될 수 있거나,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도 15 에 나타낸 도메인 서버

로부터 관리될 수 있다.

도 16 은 대역폭 분할 분류 룰 (18) 의 예시적인 형태로, 분류 룰 (18) 에 의해 이용된 정보 프로파일 (108) 들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VNIC 세션 동안에 VNIC 프로토콜을 이용한, VNIC 패킷 (114) 들의 통신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다. 도 1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수의 접속 디바이스는, 참가하는 워크스테이션 (102) 들에 포함된 VNIC 클라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들로부터 VNIC 패킷 (114) 의 형태로 데이터를 수신한다. VNIC 패킷 (114) 들은 플로우 분류 

동안에 사용가능한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만일 관리자가 사용자 A 에게 실버 커뮤니티를 할당하고, 사용자

A 가 00:50:c2:04:60:18 의 MAC 어드레스를 가진 이더넷 카드를 이용하여 워크스테이션 (102) 에 로그 온하는 경

우에, 관련 워크스테이션 (102) 을 실행하는 VNIC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00) 과 네트워크 접속디바이스 (12) 

사이의 킵-얼라이브 트랜잭션은 관련 MAC 어드레스와 실버 커뮤니티 사이의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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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된 정보 프로파일 (108) 과 연관시킨다.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 (12) 가 관련 워크스테이션 (102) 으로부터 패킷

(12) 들을 수신하는 경우에, DATA_PLANE (LABEL) 이 야기되며, 도 16 에 나타낸 예시적인 대역폭 분할 분류 룰 (

18) 은 이그레스 플로우를 VCC (20) 로 전환시킨다.

컴퓨터 시스템

도 17 은 상술된 방법들 중 임의의 하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련의 기계판독가능한 명령들의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200) 의 예시적인 형태로 머신을 개략적으로 나타낸다. 다른 실시형태에서, 머신은 P

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동 전화기, 네트워크 트래픽 디바이스 (예를 들어, 라우터, 브리지, 스위치) 또는 

핸드헬드 컴퓨팅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일련의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임의의 머신을 구비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 (200) 은 버스 (208) 를 통하여 통신하는 프로세서 (202), 메인 메모리 (204), 및 

스태틱 메모리 (206) 를 구비한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 (200) 을, 비디오 디스플레이 유닛 (210)(예를 들어, LCD (liq

uid crystal display)) 또는 CRT (cathode ray tube), 영숫자 입력 디바이스 (212)(예들 들어, 키보드), 커버 제어 장

치 (예를 들어, 마우스), 디스크 드라이브 유닛 (216), 신호 발생 장치 (220)(예를 들어, 스피커), 및 네트워크 인터페

이스 장치 (222) 를 구비하도록 나타낼 수도 있다. 디스크 구동 유닛 (216) 은 상술된 방법들 중 임의의 하나를 구현

하는 소프트웨어 (226) 가 저장되는 기계판독가능한 매체 (224) 를 수용한다. 또한, 메인 메모리 및/또는 프로세서 (2

02) 내부에, 완전하게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존재하도록 소프트웨어 (226) 를 나타낸다. 또한, 소프트웨어 (226) 는

네크워트 인터페이스 장치 (220) 에 의해 송신되거나 수신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목적을 위하여, '기계판독가능한' 

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시스템 (200) 과 같은 머신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들을 저장 또 는 인코딩할 수 있

고, 머신으로 하여금 상술된 방법들을 실행하게 하는 임의의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기계판독가능한'이라는 용어는 

솔리드 상태의 메모리, 광 디스크와 자기 디스크, 및 반송파 신호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만일 소프트웨어 (226) 가 인가된 표준에 따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된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 (226) 는 다양한 하

드웨어 플랫폼들 및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의 인터페이스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어떤 특정 프로그

래밍 언어를 참조하여 기술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교시들을 구현하는데 다양한 프로그

래밍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액션을 취하거나 또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바와 같이, 하나의 형태 

또는 또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프로그램, 절차,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모듈, 로직, 등) 의 소프트웨어의 언급은 당

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단지 이러한 표현들은 컴퓨터 시스템 (200) 과 같은 머신, 액션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생성

하는 머신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한다고 약칭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통신장치에 대한 구성 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설명하였다.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형태들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보다 넓은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남 없이, 이러한 실시형태들을 

다양하게 변경 및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세서 및 도면은 제한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오히려 예시적

인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으로서,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행위 요건을 정의하는 룰 파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을 기술하는 오퍼레이션 파일을 수신

하는 단계;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가능하며 상기 룰 파일과 오퍼레이션 파일을 이용하는 룰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룰 프로그램은, 상기 룰 파일에 의해 정의된 행위 요건에 따른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개별 컴포넌트에 

의한 수행을 위해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로부터 선택된 

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파일은 판정 트리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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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파일은 IF THEN ELSE 스테이트먼트로서 정의된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퍼레이션 파일은 복수의 컴포넌트중 대응하는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을 각각 기술하는 복수

의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퍼레이션 파일은 행위를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및 룰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환경을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콘텍스트를 명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은 바이너리 오브젝트로서 컴파일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된 바이너리 오브젝트는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의해 호스팅된 버츄얼 머신에 의해 실행될 명령 시퀀

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상기 오퍼레이션 세트는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의 기능 (functioning) 

을 결정하는 구성 오퍼레이션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은 컴포넌트의 오퍼레이션을 콘텍스트화된 데이터 세트로 링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

일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은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의 적어도 일부분은 특정 프로세스와 콘텍스트에 전용이며, 상기 룰 프로그램의 생성은 상기 룰 프

로그램의 일부분과 관련된 컴포넌트와 오퍼 레이션이 룰 프로그램의 선언된 프로세스 및 콘텍스트와 컴패터블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 체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프리컴파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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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의 생성은, 룰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런타임 매니지먼트 프로그램과는 독립적으로 룰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로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중 각각의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오퍼레이션을 등록하며, 오퍼레

이션 세트와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등록된 오퍼레이션들간의 일치 테스트 (constency test) 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방법.

청구항 16.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행위 요건을 정의하는 룰 파일;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을 기술하는 오퍼레이션 파일; 및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가능하며 상기 룰 파일 및 오퍼레이션 파일을 이용하는 룰 프로그램을 생성

하는 컴파일러를 구비하며,

상기 룰 프로그램은, 룰 파일에 의해 정의된 행위 요건에 따라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개별 컴포넌트에 의한 수

행을 위해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로부터 선택된 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파일은 판정 트리 구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파일은 IF THEN ELSE 스테이트먼트로서 정의된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

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파일은 텍스트 파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오퍼레이션 파일은 복수의 컴포넌트중 대응하는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을 각각 기술하는 복수

의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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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퍼레이션 파일은 행위를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 및 룰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환경을 

식별하는 하나 이상의 콘텍스트를 명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룰 프로그램을 컴파일된 바이너리 오브젝트로서 컴파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된 바이너리 오브젝트는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의해 호스팅되는 버츄얼 머신에 의해 실행될 명

령 시퀀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4.
제 16 항에 있어서,

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상기 오퍼레이션 세트는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의 기능을 결정하

는 구성 오퍼레이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5.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은 컴포넌트의 오퍼레이션을 콘텍스트화된 데이터 세트로 링크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

일 시스템.

청구항 26.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은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룰 프로그램의 적어도 일부분은 특정 프로세스와 콘텍스트에 전용이며, 상기 컴파일러는 룰 프로그램의 일부분

과 관련된 컴포넌트 및 오퍼레이션이 상기 룰 프로그램의 선언된 프로세스 및 콘텍스트와 컴패터블한 지 여부를 결정

하는 체크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룰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런타임 매니지먼트 프로그 램과는 독립적으로 상기 룰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로 로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29.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시스템으로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행위 요건을 정의하는 제 1 수단;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을 기술하는 제 2 수단; 및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가능하며 제 1 수단 및 제 2 수단을 이용하는 룰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제 3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룰 프로그램은, 상기 제 1 수단에 의해 정의된 행위 요건에 따라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개별 컴포넌트에 

의한 수행을 위해서,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로부터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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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리컴파일 시스템.

청구항 30.
기계에 의해 실행될 때, 기계가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프리컴파일하는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시퀀스를 저장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로서,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행위 요건을 정의하는 룰 파일을 액세스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 션들을 기술하는 오퍼레이션 파일을 액

세스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의해 실행가능하며 상기 룰 파일과 오퍼레이션 파일을 이용하는 룰 프로그램을 생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룰 프로그램은, 상기 룰 파일에 의해 정의된 행위 요건에 따른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개별 컴포넌트에 의한 

수행을 위해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의 복수의 컴포넌트에 의해 지원되는 오퍼레이션들로부터 선택된 오퍼레이션

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계 판독가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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