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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및 이를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

요약

본 발명은 스위치/라우터의 네트워크 프로세서에서 LAN/WAN 인터페이스의 패킷 포워딩을 위해 Packet Descriptor를

안정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한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

성요소에 관한 것이다. 본 동적인 큐 관리방법은 상기 포워딩을 위한 패킷의 처리를 위하여 손상된 Link가 있음을 확인하

는 단계와, 상기 손상된 Link에 해당하는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단계와, 정상적인

Link를 검출하여 해당 출력 포트 수를 산출하는 단계와, 산출된 상기 포트들 중 포워딩된 포트에게 상기 패킷과 이에 해당

하는 Descriptor의 큐잉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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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색인어

패킷, 포워딩, 할당, 큐, 관리, Descriptor, Poo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장치를 나타낸 스위치/라우터의 블록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나타낸 블록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SDRAM과 SRAM의 운용상태를 보인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Queue Management가 각 큐의 Queue Depth를 동적으

로 할당하여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데이터 링트계층 101 ; SRAM

102 ; 네트워크 프로세서 103 ; SDRAM

200 ; Receive Engine 201 ; Forwarding Engine

202 ; Scheduling Engine 203 ; Queue Management

204 ; Transmit Engin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스위치/라우터의 네트워크 프로세서에서 LAN/WAN 인터페이스의 패킷 포워딩을 위해 Packet

Descriptor을 안정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한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Internet)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전송속도를 갖는 이질적인 트래픽(Traffic)들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속에서 트래픽들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트래픽들을 관리하기 위해 큐 관리(Queue Management) 및

스케쥴링(Scheduling) 기법이 사용된다.

근래에는 인터넷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빠른 전송 속도를 보장하면서 다양

한 서비스(MPLS, MPLS VPN, IP VPN, QoS)를 제공할 수 있는 큐 관리 및 스케줄링이 점차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큐 관리과 스케줄링은 스위치/라우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패킷 포워딩을 담당하는 라우터가 종종 네트워

크의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패킷을 고속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programmability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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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갖춘 네트워크 프로세서 기술들에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래의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로

처리되었던 네트워킹 작업들이 하드웨어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역폭을 증가시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들에 있

어서의 대기 시간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패킷 분류(packet classification), 패킷 수정(packet modification), 큐/정책 관리(queue/policy management), 패킷

포워딩(packet forwarding) 등의 기능들에 의해 패킷을 처리하게 된다.

패킷 분류(packet classification)는 어드레스 또는 프로토콜과 같은 기지(destination)의 특성들에 기초하여 패킷을 식별

하고, 패킷 수정(packet modification)은 패킷을 IP, ATM, 또는 기타 프로토콜들에 적합하도록 수정한다.예를 들어, IP의

헤더에서는 time-to-live 필드를 갱신한다.

큐/정책 관리(queue/policy management)는 특정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패킷들의 패킷 큐잉, 디큐잉(de-queuing) 및

스케줄링에 대한 설계 전략을 반영하고, 패킷 포워딩(packet forwarding)은 스위치 패브릭(switch fabric) 또는 상위 애플

리케이션 상으로의 데이터 전송 및 수신과, 적절한 어드레스로의 패킷 포워딩 또는 라우팅(routing)기능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외부에는 물리계층/데이터 링크계층과 인터페이스하며, 보조적인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프

로세서와도 인터페이스 가능하며, 스위치 패브릭과 인터페이스하여 패킷 송수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물리계층/데이터 링크계층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패킷 포워딩을 담당한다. 네트워크 프로

세서에 수신된 패킷은 SDRAM의 패킷 버퍼에 저장된다. 패킷 크기, 패킷이 저장된 SDRAM의 위치 등과 같은 수신된 패킷

과 관련된 정보는 Packet Descriptor에 의해 관리된다. 이 Packet Descriptor는 SRAM의 Packet Descriptor Pool에 위

치한다.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스케줄러에 의해 수신된 패킷을 해당 출력 포트로 송신하기 전에 이 Packet Descriptor를

관리하는 것이 Queue Management이다.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물리계층/데이터 링크계층 하드웨어로부터 패킷을 수신한 후 Packet Descriptor Pool로부터

Packet Descriptor를 할당한다.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수신된 패킷에 대해서 포워딩 테이블 룩업을 실시하여 출력 포트를

결정한다. 출력 포트가 결정된 수신 패킷은 Queue Management에 의해서 Packet Descriptor와 함께 큐잉(Queuing)된

다. 그리고 출력 포트를 스케줄링하는 스케줄러에 의해서 수신 패킷의 해당 출력 포트가 선정되면 Queue Management가

Packet Descriptor를 디큐잉(De-Queuing)한다. 수신 패킷이 해당 출력 포트로 송신이 되면 Packet Descriptor를 Free

해서 Packet Descriptor Pool에게 반환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Packet Forwarding시 Packet Descriptor가 할당되고 재

사용을 위해 반환되는 과정이다.

Packet Descriptor Pool은 여러 포트로 수신된 패킷의 Packet Descriptor를 할당하기 위해 공유된다. 만일 고속 LAN/

WAN 출력 포트로의 송신을 위해 Burst한 패킷들이 큐에 저장되고, 그 고속 포트의 Link가 끊어진 것이 보고되었을 때 수

신 패킷은 Packet Descriptor를 이미 할당받고 Queue에 쌓여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출력 포트로의 송신을 위해

Burst한 패킷들이 수신이 되면 Packet Descriptor Pool에 사용할 수 있는 Packet Descriptor가 순간적으로 부족하여 수

신 모든 패킷들이 유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적어도 하나이상의 Link가 다운되었다하더라도 다른 정상

적인 Link의 포트를 활용하여 LAN/WAN 인터페이스의 패킷 포워딩을 위해 Packet Descriptor를 안정적으로 큐잉할 수

있도록 한 안정적인 패킷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포워딩을 위한 패킷의 처리를 위하

여 손상된 Link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손상된 Link에 해당하는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

를 Free시키는 단계와, 정상적인 Link를 검출하여 해당 출력 포트 수를 산출하는 단계와, 산출된 상기 포트들 중 포워딩된

포트에게 상기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Descriptor의 큐잉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

인 큐 관리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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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포트 수에 기초하여 각 포트에 할당되는 Packet Descriptor Pool를 최대 큐 용량으로 균등분할하도록 산출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최대 큐 용량을 갖는 각 포트에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와 트래픽에 따른 대역폭이 보장되도록 한

Packet Descriptor의 개수를 적용하여 최소의 큐 용량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최소 큐 용량과 Packet Descriptor Pool Size에 기초하여 각 큐의 사용율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최대 큐 용

량과 최소 큐 용량 및 상기 사용율에 기초하여 사용가능한 큐 용량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적어도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보다 큼을 확인하여 패킷 수신을 위한 적어

도 하나이상의 정상적인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여기서,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 미만임을 확인하여 수신된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Packet Descriptor를 큐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단계는 상기 Packet Descriptor를 Packet Descriptor Pool에게 반

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은,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라, 8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포워딩을 위한 패킷의

처리를 위하여 정상적인 Link에 해당하는 출력포트 수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포트 수에 기초하여 각 포트에 할당되는

최대 큐 용량으로 균등분할하는 단계와, 할당된 큐 용량을 갖는 포트 중 포워딩된 포트에게 상기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Descriptor의 큐잉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최대 큐 용량을 갖는 각 포트에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와 트래픽에 따른 대역폭이 보장되도록 한

Packet Descriptor의 개수를 적용하여 최소의 큐 용량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최소 큐 용량과 Packet Descriptor Pool Size에 기초하여 각 큐의 사용율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최대 큐 용

량과 최소 큐 용량 및 상기 사용율에 기초하여 사용가능한 큐 용량을 할당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적어도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보다 큼을 확인하여 패킷 수신을 위한 적어

도 하나이상의 정상적인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여기서,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 미만임을 확인하여 수신된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Packet Descriptor를 큐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은,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라,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패킷을 Packet 버퍼에 저장하고, 이를 Packet Descriptor에 할당하는 Receive Engine과, 상

기 패킷에 대한 포워딩 테이블을 룩업하여 출력포트를 파악하는 Forwarding Engine과, 상기 패킷을 전송할 출력포트를

스케줄정책에 따라 선정하는 Scheduling Engine과, 상기 출력포트 중 손상된 Link를 갖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포트를 확

인하여 해당 Packet 버퍼와 Packet Descriptor를 Free시키고, 정상적인 Link의 포트 수를 산출하여 포워딩된 포트에게

상기 패킷을 Packet 버퍼와 Packet Descriptor에 큐잉시키는 Queue Management와, 상기 Queue Management에서 큐

잉된 해당 포트의 패킷을 전송하여 Packet Descriptor를 Packet Descriptor Pool에 반환하는 Transmit Engine를 포함

하는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에 의해 달성된다.

여기서, 상기 Queue Management는 정상적인 Link의 포트 각각에 Packet Descriptor Pool Size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최대 큐 Depth를 산출하고,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와 포트별로 보장되는 대역폭에 따른 Packet Desriptor의

개수를 기초하여 최소 큐 Depth를 산출하여 상기 최소 큐 Depth에 대한 Packet Descriptor Pool의 각 포트 사용률에 따

라 각 포트의 사용가능한 큐 Depth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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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Queue Management는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적어도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보다 큼을 확인

하여 패킷 수신을 위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정상적인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Queue Management는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 미만임을 확인하여 수신

된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Packet Descriptor를 큐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안정적인 패킷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프

로세서의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큐 관리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용된 네트워크 프로세서(Network Processor)가 장착된 스위치/라우터의

구성에서 설명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장치를 나타낸 스위치/라우

터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이 적용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장착된 스위치/라우터는 물리계층/데이터 링크 계층(100), 네

트워크 프로세서(102), SRAM(101), SDRAM(103)를 구비하고 있다.

물리계층/데이터 링크 계층(Link Layer)(100)은 스위치/라우터의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링크 정합 기능을 지원

하기 위해 통상적인 네트워크 구성요소로서, 이더넷 매체접근제어(MAC), POS 프레이머(Framer), ATM 프레이머

(Framer) 또는 HDLC controller 등을 말한다.

SRAM(101)은 네트워크프로세서(102)가 패킷 처리시 필요한 패킷의 크기, 패킷이 저장된 위치, 포워딩 테이블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한다.

SDRAM(103)은 물리계층/데이터 링크 계층(100)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저장한다.

네트워크 프로세서(102)는 일반적인 패킷 처리를 담당한다. 즉, 물리계층/데이터 링크 계층(100)을 거쳐 네트워크 프로세

서(102)로 들어온 패킷은 헤더와 데이터로 분리된 후에, 패킷의 유형에 따라 각각 처리 절차를 달리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

크 프로세서(102)는 포워딩 테이블 룩업, 보안, 트래픽 엔지니어링, QoS 등의 보조적인 처리를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SDRAM(103)에 저장된 헤더와 데이터는 네트워크 프로세서(102)에 의해 포워딩 테이블를 참조하여 출력 포트를 정해 해

당 포트로 출력되거나, 포워딩 테이블에 없는 패킷의 경우 버려지거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되게 된다.

만약,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 의한 출력 포트가 Link에 손상이 되었다면, 손상된 해당 포트의 Link는 패킷을 큐잉할 수도 없

으며, 큐잉을 하게 되면 패킷은 유실되므로 해당 IP주소로 전송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네트워크 프로세서

(102)는 수신되는 패킷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즉, Link가 손상된 포트를 발견하면 해당 포트에 매핑된 큐의 Packet 버

퍼와 Packet Descriptor를 Free시키고, 손상되지 않은 정상적인 포트에 큐를 할당하는 최적의 큐잉절차를 수행하므로 패

킷이 유실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당 IP 주소로 전송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Free는 SDRAM(103)과 SRAM(101)의

Packet 버퍼 공간, Packet Descriptor 공간을 Empty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네트워크 프로세서(102)의 내부 블록 구성을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구성요소를 상

세하게 나타낸 블록도이다.

네트워크 프로세서(102) 내부블록의 구성요소는 Receive Engine(200), Forwarding Engine(201), Scheduling Engine

(202), Queue Management(203), Transmit Engine(204)으로 이루어져 있다.

Receive Engine(200): 물리계층/데이터 링크 계층(100)으로부터 패킷이 수신되는 포트를 감지하고, 수신된 패킷을

SDRAM(103)내의 Packet Buffer로 이동 및 저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이다. 또한 수신된 패킷을 위해 Packet

Descriptor Pool로부터 Packet Descriptor를 할당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Forwarding Engine(201): Receive Engine(200)으로부터 유입된 패킷에 대하여 포워딩 테이블을 룩업하여 출력 포트를

알아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이다.

Scheduling Engine(202): 패킷을 전송할 출력 포트를 내부 정책에 따라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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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ue Management(203): 출력 포트에 해당하는 SRAM(101)및 SDRAM(103)의 큐로 패킷을 큐잉시키는 기능과 출력

포트의 큐로부터 패킷을 읽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출력 포트의 정상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포트의 Link가 손상되었을 경

우 해당 포트의 큐에 저장된 SDRAM(103)의 Packet 버퍼와 SRAM(101)의 Packet Descriptor를 Free시키고, 상기

Packet Descriptor를 SRAM(101)의 Packet Descriptor Pool(미도시)에 반환한다.

여기서, 상기 Packet Descriptor Pool은 상기 Packet Descriptor가 순차적으로 Head에서부터 Tail까지 마련되어 있으

며, 상기 SRAM(101)에서 패킷을 큐잉할 때, 큐잉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해당 Packet Descriptor가 할당되도록 제공한다.

또한, 상기 Descriptor는 패킷이 수신된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순위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순위값에 따라서 SDRAM

(103)과 SRAM(101)에 패킷을 큐잉과 디큐잉을 할 수 있다. SDRAM(103)의 실제 패킷 저장영역과 일치하는 Descriptor

가 SRAM(101)에 큐잉되어 있는 것이다. Packet Descriptor는 SDRAM(103)에 큐잉된 패킷의 Size와 버퍼 handle(패킷

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퍼의 Address)와 다음 패킷의 Descriptor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손상되지 않는 정상적인 Link의 포트를 파악하여 정상 Link의 포트 수를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포워딩된 포트

에게 상기 패킷을 Packet 버퍼와 Packet Descriptor에 큐잉시킨다.

즉, 정상적인 Link의 포트 각각에 Packet Descriptor Pool Size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최대 큐 Depth를 산출하고,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와 포트별로 보장되는 대역폭에 따른 Packet Desriptor의 개수를 기초하여 최소 큐 Depth를

산출하여 상기 최소 큐 Depth에 대한 Packet Descriptor Pool의 각 포트 사용률에 따라 각 포트의 사용가능한 큐 Depth

를 산출한다.

만약,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적어도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보다 클 경우, 이를 확인하여 패킷 수신을 위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정상적인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킨 후에 다시 정상적인 포트를 위한

큐잉절차를 수행한다. 그러나,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수신

된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Packet Descriptor를 해당 저장공간에 큐잉한다.

Transmit Engine(204): 해당 출력 포트로 패킷을 전송한 후, 전송한 패킷에 할당되었던 Packet Descriptor을 Packet

Descriptor Pool에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이다.

그리고, 상기 Queue Management(203)가 Packet Descriptor를 관리하는 방법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3은 본 발

명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SDRAM(103)과 SRAM(101)의 운용상태를 보인 도면이다.

Queue Management(203)는 Forwarding Engine(201)에 의해 출력 포트가 결정된 수신 패킷을 SDRAM(103)의 Packet

버퍼와 그 버퍼에 매핑되는 SRAM(101)의 Packet Descriptor를 순위값에 따라서 해당 위치에 큐잉한다. Packet

Descriptor는 포트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Packet Descriptor Pool로부터 Packet Descriptor를 받아와서 상기 SRAM

(101)에 큐잉된 것이다. SRAM(101)의 Packet Descriptor는 Management절차에 의해 Free되면 Packet Descriptor

Pool로 반환된다.

여기서, 상기 Packet Descriptor Pool은 상기 Packet Descriptor가 순차적으로 Head에서부터 Tail까지 마련되어 있으

며, 상기 SRAM(101)에서 패킷을 큐잉할 때, 큐잉의 순서에 따라 필요한 해당 Packet Descriptor가 할당되도록 제공한다.

Packet Descriptor는 SDRAM(103)에 큐잉된 패킷의 Size와 버퍼 handle(패킷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퍼의

Address)와 다음 패킷의 Descriptor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큐는 출력 포트마다 하나씩 존재하며, Forwarding Engine(201)에 의해 출력 포트가 결정된 수신 패킷을 Queue

Management(203)가 해당 출력 포트의 큐에 의해서 관리되는 Packet Descriptor List의 마지막에 연결한다. 이렇게

Queue Management(203)는 특정 출력 포트로 전송되어야 하는 수신 패킷을 Scheduling Engine(202)에 의해 전송이 가

능한 시점까지 Queue에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Queue Management(203)는 Scheduling Engine(202)에 의해 전송이

가능하게 된 출력 포트의 큐로부터 Packet Descriptor를 Queue Descriptor의 Head에서 Tail까지 꺼내서 Transmit

Engine(204)에게 전달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Queue Management(203)의 큐 관리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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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Queue Management가 각 큐의 Queue Depth를 동적으

로 할당하여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특히, Forwarding Engine(201)

에 의해 출력 포트가 결정된 수신 패킷을 Queue Management(203)가 수신한 후부터 본 발명에 따라 패킷을 큐잉하는 과

정까지를 설명한다.

우선, Queue Management(203)가 Forwarding Engine(201)에 의해 출력 포트가 결정된 패킷을 수신한 후(S1), 네트워

크 프로세서(102)가 관리하는 출력 포트 중 링크가 손상되어 끊어진 포트가 있는지 검사한다(S2). 링크가 끊어진 포트가

있다면, 그 포트의 큐에 저장된 수신 패킷들을 위해 할당된 SDRAM(103)의 Packet Buffer를 Free하고(S3), 해당 Packet

Descriptor도 SRAM(101)에서 Free하여 Descriptor를 Packet Descriptor Pool에 반환한다(S4). 그러면 링크가 끊어진

출력 포트의 큐에 저장된 수신 Packet은 SRAM(101)과 SDRAM(103)으로부터 Free되어 네트워크 프로세서(102) 내에서

버려지게 된다.

다음으로 출력 포트에 해당하는 큐가 사용 가능한 최적의 한계 Depth(큐 용량) E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우선 네트워크 프

로세서(102)가 인식한 출력 포트 중 정상 링크를 가진 포트 수를 계산한다(S5). 정상 링크를 가진 출력 포트 수가 0개 이상

인 경우(S6), 정상적인 Link의 포트 각각에 Packet Descriptor Pool Size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Packet Descriptor Pool

의 전체 크기를 정상 링크를 가진 출력 포트 수로 나눈다. 그 몫으로 출력 포트 큐의 최대 Depth N을 결정한다(S7). 큐의

최대 Depth N은 각 포트마다 균등하게 Packet Descriptor Pool를 할당한 값이다.

출력 포트 큐의 최소 Depth L을 현재 출력 포트 큐에 큐잉되어 있는 Packet Descriptor의 개수에 포트의 대역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Packet Descriptor의 개수를 더한 값으로 정한다(S8). 예를 들면, Fast Ethernet인 경우는 보장되어야 할

Packet Descriptor의 개수를 10으로 하고, Gigabit Ethernet인 경우는 100으로 정한 값이 된다. 이 출력 포트 큐의 최소

Depth L은 링크가 정상인 포트의 큐를 위해 어떤 경우에라도 안정적으로 저장 가능한 Packet Descriptor 개수이다.

출력 포트 큐의 현재 Packet Descriptor Pool의 사용률 U는 출력 포트 큐의 최소 Depth L를 Packet Descriptor Pool 크

기로 나누어 얻는다. 이 값은 출력 포트 큐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Packet Descriptor Pool를 사용률에 따라 출력 포트

큐에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된다(S9).

출력 포트 큐가 사용 가능한 최적의 한계 Depth E는 출력 포트 큐의 최대 Depth N에서 최소 Depth L를 뺀 값에 출력 포트

큐의 현재 Packet Descriptor Pool의 사용률 U를 곱해서 산출한다(S10). 출력 포트 큐가 사용 가능한 최적의 한계 Depth

E는 출력 포트 큐에 Packet Descriptor를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개수를 뜻한다.

만약, 현재 출력 포트 의 큐에 큐잉되어 있는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출력 포트의 큐가 사용 가능한 한계 Depth E와

같다면 이 큐는 더 이상의 큐잉을 실행할 수 없으며, 패킷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력 포트 큐가 사용 가능한

최적의 한계 Depth E는 각 포트의 대역폭, 패킷을 Forwarding하여 사용되는 출력 포트의 이용률을 고려하고, 각 출력 포

트의 큐에 Packet Descriptor Pool을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한다(S11).

또한, 현재 출력 포트 큐에 큐잉되어 있는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출력 포트 큐가 사용 가능한 한계 Depth E보다 크

거나 같으면 그 출력 포트 큐에 더 이상의 Packet Descriptor를 Queuing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신 패킷을 위해 할당된

SDRAM(103)의 Packet Buffer를 Free하고(S12), 해당 Packet Descriptor도 Free하여 Descriptor를 Packet

Descriptor Pool에 반환한다(S13). 수신 Packet은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세서 내에서 버려지게 된다. 하지만, 다른 정상

링크를 가진 출력 포트의 큐는 최대 Depth N까지 Packet Descriptor를 계속해서 Queuing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프로

세서는 안정적으로 패킷을 Forwarding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출력 포트의 큐 Depth P가 최대 Depth N보다 작으면 그 출력 포트의 큐에 Packet Descriptor Pool에

Packet Descriptor를 불러와 Queuing한다(S14).

한편, 제6단계에서 정상 링크를 가진 출력 포트 수가 0인 경우(S6), 모든 수신 패킷은 버려지게 되어 제12, 제13단계를 수

행한다. 제2단계에서 링크가 손상되어 끊어진 출력 포트가 없다면(S2), 바로 출력 포트 큐의 최대 Depth N, 최소 Depth

L, 현재 Packet Descriptor Pool의 사용률 U, 사용 가능한 한계 Depth E를 계산하는 절차를 따른다(S7,S8,S9,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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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이상의 Link가 다운되었다하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Link를 활용하여 LAN/WAN

인터페이스의 패킷 포워딩을 위해 Packet Descriptor를 안정적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그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

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

연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이상의 Link가 다운되었다하더라도 다른 정상적인 Link를 활용하여 LAN/WAN 인터페이스의 패킷

포워딩을 위해 Packet Descriptor를 안정적으로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Packet Descriptor Pool의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

화시키며, QoS를 향상시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에 있어서;

상기 포워딩을 위한 패킷의 처리를 위하여 Link가 손상된 포트가 있는 경우, 상기 손상된 Link에 해당하는 포트의 큐에 저

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단계;

정상적인 Link를 가진 포트 수를 확인하는 단계와;

Packet Descriptor Pool의 전체 크기를 상기 정상 Link를 가진 출력 포트 수로 나누어 최대 Depth N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정상적인 Link를 가진 포트는 상기 최대 Depth N까지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Descriptor의 큐잉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대 Depth N을 산출 단계 이후 상기 각 포트에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와 트래픽에 따른 대역폭이 보장

되도록 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에 따라 최소 Depth L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최소 Depth L의 산출 단계 이후 상기 최소 Depth L과 Packet Descriptor Pool Size에 기초하여 각 큐의 사용률을

산출하는 단계; 와

상기 최대 Depth L과 최소 Depth L 및 상기 사용률에 기초하여 사용가능한 큐 용량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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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을 산출한 단계 이후,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적어도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보다

큼을 확인하여 패킷 수신을 위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정상적인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을 산출한 단계 이후,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 미만임을 확

인하여 수신된 패킷과 이에 해당하는 Packet Descriptor를 큐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

로세서의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단계는,

상기 Packet Descriptor를 Packet Descriptor Pool에게 반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패킷 포워딩

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에 있어서,

수신된 상기 패킷을 Packet 버퍼에 저장하고, 이를 Packet Descriptor에 할당하는 Receive Engine;

상기 패킷에 대한 포워딩 테이블을 룩업하여 출력포트를 파악하는 Forwarding Engine;

상기 패킷을 전송할 출력포트를 스케줄정책에 따라 선정하는 Scheduling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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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출력포트 중 손상된 Link를 갖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포트를 확인하여 해당 Packet 버퍼와 Packet Descriptor를

Free시키고, 정상적인 Link의 포트 수를 산출하여 Packet Descriptor Pool의 전체 크기를 상기 정상 Link를 가진 출력 포

트 수로 나누어 최대 Depth N을 산출한 후, 상기 정상적인 Link를 가진 포트로 상기 최대 Depth N까지 패킷과 이에 해당

하는 Descriptor의 큐잉시키는 Queue Management; 및

상기 Queue Management에서 큐잉된 해당 포트의 패킷을 전송하여 Packet Descriptor를 Packet Descriptor Pool에 반

환하는 Transmit Engine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

세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Queue Management는 상기 각 포트에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와 트래픽에 따른 대역폭이 보장되도록 한

Packet Descriptor의 개수에 따라 최소 Depth L을 산출하고, 상기 최소 큐 Depth에 대한 Packet Descriptor Pool의 각

포트 사용률에 따라 각 포트의 사용가능한 큐 Depth를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Queue Management는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적어도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보다 큼을 확인하여 패

킷 수신을 위한 적어도 하나이상의 정상적인 포트의 큐에 저장된 Packet 버퍼와 Descriptor를 Free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Queue Management는 큐잉된 Packet Descriptor의 개수가 상기 사용가능한 큐 용량 미만임을 확인하여 수신된 패

킷과 이에 해당하는 Packet Descriptor를 큐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인 패킷 포워딩을 위한 동적인 큐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세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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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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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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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645537

- 13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3
  발명의 효과 8
청구의 범위 8
도면 10
 도면1 11
 도면2 11
 도면3 12
 도면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