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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를 가지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및 그의 동작방법

요약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를 가지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및 그의 동작방법이 개시된다. 패킷 포워딩 시스템은, 전송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부와,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조합하여 패킷 메모리에 기록하며 결정된 전송 순서 대로 IP 패킷의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는 패킷 메모리 관리부와, 독출된 상기

헤더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고,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 관

리부에 재전송하는 헤더처리부, 및 헤더처리부에서 전송된 헤더와 헤더에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패킷

메모리 관리부에서 독출된 상기 트레일러을 전송 단위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채널 경로로 출력하는 출력부를 갖는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패킷 메모리, 헤더, 트레일러, 패킷 포워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패킷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전송 큐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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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포워딩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4는 도 3의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 5는 도 4의 엠프티 큐에 대한 구조 및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6은 도 4의 전송 헤더큐에 대한 구조 및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7a는 도 4의 패 킷 메모리에 대한 구조도,

  도 7b는 도 4의 버퍼내 기록되는 디스크립터 및 태그 포맷을 나타낸 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메모리의 관리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그리고,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메모리의 관리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400 : 패킷 메모리 관리부 410 : 패킷조합부

  430 : 컨트롤러 450 : 엠프티 큐

  470 : 전송 헤더큐 490 : 패킷 메모리

  491 : 트레일러큐 600 : 헤더처리부

  800 : 출력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송된 패킷을 목적지에 고속으로 전달하기 위한 패킷 포워딩 시스템(Packet Forwarding system)에 관한 것

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효율적인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를 가지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및 그의 동작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종래의 패킷 포워딩 시스템의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는 패킷조합부(110), 컨트롤러(130), 엠프티 큐(150),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 및 패킷 메

모리(190)를 갖는다.

  패킷 조합부(110)는 데이터 전송 단위(예컨데, ATM 셀)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조합하여 IP 패킷(Internet Protocol

packet)을 생성하며, IP 패킷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일정한 길이를 갖는 서브 패킷(sub packet)으로 조합된다.

  컨트롤러(130)는 서브 패킷을 패킷 메모리(190)에 리드 및 라이트하기 위해 엠프티 큐(150) 및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

러(170)를 제어하며, 조합된 IP 패킷을 정해진 전송 순서대로 전달되도록 전반적인 패킷 메모리(190)를 제어한다.

  엠프티 큐(Empty Queue)(150)는 패킷 메모리(190)의 빈 방 즉, 빈 버퍼의 위치 정보를 가지며, 엠프티 큐(150)는 헤드

엔트리(head entry)부터 트레일러 엔트리(tail entry)까지의 상호간에 연결정보를 갖는 스택(stack)형태로 동작한다.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는 IP 패킷의 전송 순서에 대응하여 IP 패킷의 헤더 및 트레일러의 위치정보가 기록되며

FIFO 형태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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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은 도 1의 종래의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에 대한 개념도이다.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는 최대 N개의

IP 패킷 헤더의 위치정보를 기록할 공간이 필요하고, 또한, IP 패킷의 최대 크기인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기록할 공간이

필요하다. 즉, 컨트롤러(130)는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에 기록된 IP 패킷의 헤더 및 트레일러 위치정보에 기초하

여 패킷 메모리(190)에 기록된 IP 패킷의 헤더 및 트레일러를 각각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엠프티 큐(150)와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의 저장매체는 랜덤 동작에 성능이 우수한 SRAM을 사용

하며, 패킷 메모리(190)의 저장매체는 버스트 동작에 성능이 우수한 DRAM을 사용한다. 즉, IP 패킷이 패킷 메모리(190)

에 기록되는 특성을 보면, IP 패킷의 헤더는 랜덤하게 기록되나, IP 패킷의 헤더에 따른 트레일러는 상호 연결정보를 갖고

버스트하게 기록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특성 및 저장매체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종래의 엠프티 큐 헤더+트레일러(170)의 사

용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큰 용량의 전송 큐, SRAM을 사용함에 따라서 역시, 비효율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목적은, 패킷 메모리에 숨겨진 IP 패킷의 트레일러 큐를 제안함으로

써 효율적인 패킷 메모리 관리가 가능한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를 가지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및 그의 동작방법을 제공하

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메모리 관리 장치를 가지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은, 전송 단위로 데이터

가 입력되는 입력부와, 상기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조합하여 패킷 메모리에 기록하며 결정된 전송 순서 대로 상기 IP 패킷

의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는 패킷 메모리 관리부와, 독출된 상

기 헤더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고,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

모리 관리부에 재전송하는 헤더처리부, 및 상기 헤더처리부에서 전송된 상기 헤더와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부에서 독출된 상기 트레일러을 상기 전송 단위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채널 경

로로 출력하는 출력부를 갖는다.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부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IP 패킷으로 조합하는 패킷조합부와, 상기 IP 패킷을 기록

하는 다수의 버퍼를 가지며 상기 버퍼 내에는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패킷 메모리와, 상기 IP 패킷의 전송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헤더의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전송 헤더큐, 및 상기 전

송 헤더큐에서 의해 결정된 전송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

리에서 독출하여 상기 헤더처리부에 전송하는 컨트롤러를 갖는다.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헤더처리부로부터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가 재전송되는 경우 상기 트레일

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에서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부에 전송한다.

  또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트레일러와 연결되는

다른 트레일러의 유무를 확인하여 상기 다른 트레일러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부에 전

송한다.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는, 상기 버퍼와 전후에 연결된 버퍼의 위치정보, 및 상기 버퍼에 기록된 상기 트레일러 다음에 연

결되는 상기 다른 트레일러가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갖는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패킷 포워딩 방법은, 전송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조합하여 패

킷 메모리에 기록하며, 결정된 전송 순서 대로 상기 IP 패킷의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

킷 메모리에서 독출하여 전송하는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 독출된 상기 헤더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 목적지를 결정

하고,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에 재전송하는 헤더처리단계; 및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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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처리단계에서 전송된 상기 헤더와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

단계에서 독출된 상기 트레일러을 상기 전송 단위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채널 경로로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IP 패킷으로 조합하는 단계; 상기 IP 패킷을 다수의 버

퍼에 기록하며 상기 버퍼 내에는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단

계; 결정된 전송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여

상기 헤더처리단계로 전송하는 단계;를 갖는다.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는, 상기 헤더처리단계로부터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가 재전송되는 경

우,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에서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단계에 전송

하는 단계;를 갖는다.

  또한,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는,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트레일러

와 연결되는 다른 트레일러의 유무를 확인하여 상기 다른 트레일러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단계에 전송하는 단계;를 갖는다.

  따라서, 헤더 큐 및 트레일러 큐의 동작 특성에 맞는 저장매체를 사용함으로써 패킷 메모리 관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고속의 패킷 처리가 필요한 패킷 포워딩 시스템에서 헤더처리에 걸리는 시간적 문제로 인한 성능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포워딩 시스템(Packet forwarding system)에 대한 개략적인 블록도이다. 패킷 포워딩 시스

템은 입력부(200),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 헤더처리부(600), 및 출력부(800)로 구성된다.

  입력부(200)는 외부 디바이스와 패킷 포워딩 시스템이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이며, 소정의 데이터 전송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된다. 여기서, 소정의 데이터 전송 단위는, 예컨데, ATM 셀(cell)단위 이다.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는 입력되는 전송 데이터 단위의 데이터, 예컨데, ATM 셀의 헤더를 제거하고, 헤더가 제거된

ATM 셀을 조합하여 IP 패킷을 생성한다. 생성된 IP 패킷를 관리하여 전송 순서를 정하고 정해진 전송 순서대로 IP 패킷을

출력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는 상세하게 후술된다.

  헤더처리부(600)는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로부터 제공되는 IP 패킷의 헤더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할 목적지를

결정한다. IP 패킷의 헤더에는 목적지 어드레스, 발신지 어드레스 또는 기타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된다. IP 패킷의 헤더에 포함된 목적지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전송할 목적지를 결정한다.

  출력부(800)는 헤더처리부(600) 및 패킷 메모리 관리부(800)에서 각각 제공되는 IP 패킷의 헤더 및 트레일러를 소정의

데이터 전송 단위, 예컨데, ATM 셀 단위로 분할한다. 분할된 각각의 ATM 셀에 ATM 헤더를 생성하여 채널 경로로 출력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에 대한 상세한 블록도이며, 도 5 내지 도 7b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

한다.

  패킷 메모리 관리부(400)는 패킷 조합부(410), 컨트롤러(430), 엠프티 큐(450), 전송 헤더큐(470), 및 패킷 메모리(490)

를 갖는다.

  패킷 조합부(410)는 데이터 전송 단위(예컨데, ATM 셀)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조합하여 IP 패킷을 생성하며, IP 패킷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일정한 길이를 갖는 서브 패킷(sub packet)을 갖는다.

  컨트롤러(430)는 서브 패킷을 패킷 메모리(490)에 리드 및 라이트하기 위해 엠프티 큐(450) 및 전송 헤더큐(470)를 제어

하며, 전송 헤더큐(470)에 의해 정해진 IP 패킷의 헤더를 전송 순서대로 헤더처리부(600)로 전송한다. 또한, 헤더와 연결

되는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가지는 태그를 생성하여 헤더처리부(600)에 헤더를 전송할 때, 해당 헤더의 태그를 함께 전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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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프티 큐(450)는 패킷 메모리(490)의 빈 방 즉, 빈 버퍼의 위치 정보를 갖는다. 엠프티 큐(450)의 구조 및 특성은, 도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엠프티 큐(450)의 헤드 엔트리 Empty_Link_Head(0h)부터 테일 엔트리 Empty_Link_Tail(N-1h)

까지의 상호 연결정보를 갖는 스택(stack)형태로 동작한다.

  전송 헤더큐(470)는 IP 패킷의 전송 순서에 대응하는 IP 패킷의 헤더의 위치 정보가 기록된다. 전송 헤더큐(470)의 구조

및 특성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해야 할 IP 패킷의 헤더 정보가 FIFO 형태로 동작한다. 한편, 트레일러큐(491)는

패킷 메모리(490)에 포함된다.

  패킷 메모리(490)는 다수의 버퍼를 가지며, 엠프티 큐(450)에서 제공되는 빈 버퍼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IP 패킷은 서

브 패킷 단위로 기록된다. 한편, 트레일러 큐(491)를 갖는다. 패킷 메모리(490)에 포함된 트레일러 큐(491)는 도 7a 및 도

7b를 참고하여 설명한다.

  도 7a 및 도 7b는 패킷 메모리(490)에 대한 일 예를 도시한 도이다. 도 7a는 버퍼(B) 크기가 512byte인 N개(N= 128K)

의 버퍼(B)를 갖는 패킷 메모리(490)를 도시한 것이며, 도 7b는 각각의 버퍼(B)에 포함된 디스크립터(D:descriptor) 및 태

그(T:tag)에 대한 포맷을 도시한 것이다. 도 7a 및 도 7b에 도시된 패킷 메모리(490)에 포함된 트레일러 큐(491)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며, 구조 및 설계는 다양하게 될 수 있다.

  도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태그(T) 내에는 트레일러의 위치 정보(Trailer buffer pointer)가 포함되며, 디스크립터(D)

내에는 해당 버퍼 이후에 트레일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 N(Next Trailer exist)를 갖는다. 즉, 해당 버퍼 이후에 트레

일러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의 버퍼 위치 정보(next buffer pointer)는 이후의 트레일러가 존재하는 버퍼의 위치 정보가 된

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패킷 메모리(490)내의 트레일러 큐(491)가 동작된다.

  따라서, 패킷 메모리(490)에 사용되는 버스트한 동작 특성을 갖는 DRAM을 사용하여 버스트한 동작 특성을 갖는 트레일

러 큐의 동작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패킷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송 헤더큐(470)에 사용되는 비용이

비싼 SRAM의 용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다.

  더불어, 종래의 전송 큐 방식을 갖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은 헤더처리부(600)에서 IP 패킷의 헤더 뿐만아니라 사용되지 않

는 트레일러까지 전송됨에 따른 헤더처리에 걸리는 불필요한 시간소비에 따른 성능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전송 헤더큐(470)는 IP 패킷의 헤더 만을 헤더처리부(600)에 전송하며, 함께 전송된 태그에 의해 헤더

와 연결된 트레일러를 패킷 메모리(490)에서 독출하여 직접 출력부(800)로 전송함으로써 헤더처리에 걸리는 불필요한 시

간소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도 8 및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패킷 포워딩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패킷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패킷 조합부(410)에서 조합된 IP 패킷(A)은 서브 패킷 A1, A2, A3로 이루어진다(S811). 컨트롤러(430)는 엠프트 큐

(450)에서 제공하는 패킷 메모리(490)의 버퍼 중 빈 버퍼의 위치 정보에 기초하여 서브 패킷 A1, A2, A3을 할당된 버퍼

(B0, B2, B6)에 각각 기록한다. 이때, 각각의 버퍼(B0, B2, B6)내의 디스크립터 및 태그에 서브 패킷 A1, A2, A3의 상호

연결정보를 기록한다(S813).

  즉, IP 패킷의 헤더인 서브 패킷 A1의 태그에는 연결된 트레일러인 서브 패킷 A2이 기록된 버퍼 B2의 위치 정보를 기록

한다. 또한, 트레일러 A2가 기록된 버퍼 B2의 디스크립터에는 이후에 연결된 트레일러의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N)를 기

록하고, 버퍼 B2에 연결된 버퍼 B6의 위치 정보를 기록한다. 이와 같이, 패킷 메모리(490)에 기록되는 서브 패킷 A1, A2,

A3는 상호 연결 정보를 갖는다.

  패킷 메모리(490)에 기록된 서브 패킷 A1, A2, A3 중 IP 패킷의 헤더인 A1의 위치 정보는 전송 헤더큐(470)에 기록된

다.

  이후, 이상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전송 헤더큐(470)에 전송 순서가 결정된 헤더의 위치 정보가 모두 기록되면 컨트롤러

(430)는 전송 헤더큐(470)의 헤드 엔트리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헤더를 독출하여 헤더처리부(600)에 전송한

다(S815). 예컨데, 전송 헤더큐(470)의 헤드 엔트리가 헤더 A1이 기록된 버퍼 B0의 위치 정보인 경우, 컨트롤러(430)는

등록특허 10-0518813

- 5 -



헤더 A1을 헤더처리부(600)에 전송하고, 또한, 버퍼 B0의 태그를 헤더 A1과 함께 헤더처리부(600)에 전송한다. 헤더 A1

이 헤더처리부(600)에 전송됨과 동시에 컨트롤러(430)는 헤더 A1이 기록되었던 버퍼 B0의 위치 정보을 엠프티 큐(450)

에 업데이트한다.

  이 후, 헤더처리부(600)에서는 IP 패킷(A)의 헤더 A1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할 목적지를

결정한다. 헤더처리부(600)의 동작이 종료되면, 헤더처리부(600)는 태그에 포함된 헤더 A1과 연결된 트레일러 A2가 기

록된 버퍼 B2의 위치 정보(Trailer buffer pointer)를 패킷 메로리 관리부(400)의 컨트롤러(430)에 재전송함으로써 헤더

A1에 연결된 트레일러 A2를 요청하게 된다(S817). 물론, 헤더에 연결된 트레일러가 없을 경우에는 트레일러 요청 이하의

동작은 생략된다.

  컨트롤러(430)는 재전송된 버퍼 B2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트레일러 A2를 독출하고, 버퍼 B2의 디스크립터에 포함된

N(Next Trailer exist) 및 next buffer pointer를 이용하여 버퍼 B6의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의해 버퍼 B6에 기

록된 트레일러 A3를 독출한다(S819). 이때, 컨트롤러(430)는 버퍼 B2 및 B6의 위치 정보는 엠프티 큐(450)에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패킷 메모리(490)에 포함된 트레일러 큐에 의해 독출된 트레일러 A2, A3는 출력부(800)에 전송되며, 헤더 A1은

헤더처리부(600)에서 처리된 후 출력부(800)에 전송된다.

  출력부(800)는 제공된 IP 패킷을 데이터 전송 단위로 분할하여 채널 경로로 출력한다.

  따라서, 헤더 큐 및 트레일러 큐의 동작 특성에 맞는 저장매체를 사용함으로써 패킷 메모리 관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고속의 패킷 처리가 필요한 패킷 포워딩 시스템에서 헤더처리에 걸리는 시간적 문제로 인한 성능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첫째, 패킷 메모리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둘째, 패킷 메모리의 구현에 있어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세째로, 고속의 패킷 처리가 필요한 패킷 포워딩 시스템에서 헤더처리에 걸리는 시간적 문제로 인한 성능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전체 IP 패킷 중 헤더 만을 헤더처리부에 보내어 헤더를 처리함으로써 고속으로 패킷을 포워딩할 수

있다. 이에 의해 라우터, 스위치, 게이트웨이 등에서 향상된 성능을 얻을 수 이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

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송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부;

  상기 데이터를 IP 패킷(Internet Protocol packet)으로 조합하여 패킷 메모리에 기록하며, 결정된 전송 순서 대로 상기

IP 패킷의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는 패킷 메모리 관리부;

  독출된 상기 헤더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고,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

기 패킷 메모리 관리부에 재전송하는 헤더처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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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헤더처리부에서 전송된 상기 헤더와,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부에서 독출된 상기 트레일러을 상기 전송 단위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채널 경로로 출력하는 출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패킷 포워딩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부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IP 패킷으로 조합하는 패킷조합부;

  상기 IP 패킷을 기록하는 다수의 버퍼를 가지며, 상기 버퍼 내에는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

레일러의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패킷 메모리;

  상기 IP 패킷의 전송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헤더의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전송 헤더큐; 및

  상기 전송 헤더큐에서 의해 결정된 전송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여 상기 헤더처리부에 전송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헤더처리부로부터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가 재전송되는 경우,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에서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부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

딩 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컨트롤러는,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트레일러와 연결되는 다른 트레일러의 유무를

확인하여 상기 다른 트레일러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부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는,

  상기 버퍼와 전후에 연결된 버퍼의 위치정보, 및 상기 버퍼에 기록된 상기 트레일러 다음에 연결되는 상기 다른 트레일러

가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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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전송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단계;

  상기 데이터를 IP 패킷으로 조합하여 패킷 메모리에 기록하며, 결정된 전송 순서 대로 상기 IP 패킷의 헤더 및 상기 헤더

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여 전송하는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

  독출된 상기 헤더를 이용하여 패킷 분류 및 전송 목적지를 결정하고,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

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에 재전송하는 헤더처리단계; 및

  상기 헤더처리단계에서 전송된 상기 헤더와, 상기 헤더에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패킷 메모

리 관리단계에서 독출된 상기 트레일러을 상기 전송 단위의 데이터로 분할하여 채널 경로로 출력하는 출력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는,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IP 패킷으로 조합하는 단계;

  상기 IP 패킷을 다수의 버퍼에 기록하며, 상기 버퍼 내에는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

의 위치정보를 기록하는 단계; 및

  결정된 전송순서에 대응하여 상기 헤더 및 상기 헤더와 연결된 트레일러의 위치정보를 상기 패킷 메모리에서 독출하여

상기 헤더처리단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는,

  상기 헤더처리단계로부터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가 재전송되는 경우,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

에 대응하는 버퍼에서 상기 헤더와 연결된 상기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단계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9.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메모리 관리단계는,

  상기 트레일러의 위치정보에 대응하는 버퍼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트레일러와 연결되는 다른 트레일러의 유무를

확인하여 상기 다른 트레일러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다른 트레일러를 독출하여 상기 출력단계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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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의 속성정보는,

  상기 버퍼와 전후에 연결된 버퍼의 위치정보, 및 상기 버퍼에 기록된 상기 트레일러 다음에 연결되는 상기 다른 트레일러

가 존재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포워딩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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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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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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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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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등록특허 10-0518813

- 13 -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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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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