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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분산 구조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 조합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 패킷을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 전송하고, 데이터 패킷을 그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부터 수신하

는 라우터에 관한 것으로, 라우터는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하나에 연결된 PMD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

하고 제 1 데이터 패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중 하나인지를 결정하는 제 1 패킷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 목적지 주소(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에서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정보)를 룩업하여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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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포워딩 테이블을 구현하는 분산 구조 라우터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분산 구조 라우터에서 라우팅 노드의 선택된 부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포워딩 테이블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IOP의 전송 엔진 동작의 일예를 나타낸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분산 구조 라우터 각 단에서의 패킷 포맷 상태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대규모 병렬 라우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이한 타입의 데이터 패킷 트래픽을 포워딩(Forwarding)하기 위해

통합 포워딩 테이블(Forwarding Table) 및 단일 포워딩 엔진(Single Forwarding Engine)을 사용하는 분산 구조 라우터

에 관한 것이다.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 수, 이들 사용자로부터의 각종 서비스 요구, VoIP(Voice-over-IP) 또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Streaming Application)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구현, 및 모바일 인터넷의 개발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서브네트워크 또는 다른 라우터에 연결된 중계 노드로서 작용하는 종래의 라우터는 패킷을 처리하고 그 목적지를 결정하

고 패킷을 목적지로 전송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보통 네트워크 경로 상에서의 전송 시간보다 짧은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광대역폭 네트워크 경로의 패킷 전송 능력 및 인터넷 트래픽의 증가에 따라 종래 라우터의 처리 용량을 초

과한다. 따라서, 라우터는 점점 인터넷에서 주요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라우터는 공유 버스를 통한 패킷 전송 및 라우팅 테이블 계산과 같은 모든 작업을 호스트의 CPU가 수행하도록 컴퓨

터 호스트 상에 구현되었다. 이 단순 구조는 CPU에 집중된 부하 및 버스 상에서 폭주의 존재로 인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

되었다. 따라서, 라우터 공급자는 집중 구조에 비해 효율적인 패킷 처리를 제공하는 분산 라우터 구조를 개발하게 된 것이

다.

분산 라우터 구조에서는, 집중된 CPU에 의해 이전에 수행된 대다수의 기능이 라인 카드로 분산되고, 고속 크로스바 스위

치가 공유 버스를 대체하게 된다.

데이터 패킷이 라우터에 도착했을 때, 포워딩 엔진(Forwarding Engine)은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하기 위해 포워딩

테이블을 이용한다.

종래의 IP 라우터는 각각의 타입에 대한 트래픽(예를 들면, IPv4, IPv6, MPLS 등) 전용의 포워딩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러

나, 전용 포워딩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은 종래의 라우터가 다수의 포워딩 테이블을 관리해야 하고, 다수의 포워딩 테이블

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래 라우터의 코스트가 추가적인 하드웨어로

인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라우터는 각각의 타입에 대한 트래픽용 포워딩 엔진을 갖게 되는데, 만약, 단일 포워딩 엔진이 사용되면, 각각의 트

래픽 타입에 하나씩 다수의 프로세스가 사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이 제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 라우터는 각각의 타입의 트래픽에 대해 다수의 포워딩 엔진(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정확

한 포워딩 엔진으로 라우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복잡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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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래 방법은 각각의 트래픽 타입에 하나씩 다수의 포워딩 테이블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테이블 공간

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테이블은 드문드문(sparsely) 점유되며, 따라서 이들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폴딩

(Folding)함으로써 공간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포워딩 엔트리를 위한 공간은 동적으로 할당되지만, 테이블 검색 구성은 각각의 트래픽 타입에 대해 복제된다. 테이

블 검색 구성은 포워딩 테이블 엔트리보다 작지만 고가의 고속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들 테이블의 부분들은 동적으로 할당

되기보다는 통계적으로 할당되어, 상딩히 큰 테이블의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각각의 트래픽 타입에

대해 별개의 포워딩 엔진을 이용하는 종래 방법은 변화하는 트래픽 혼재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당해 기술 분야에서는 개선된 인터넷 프로토콜(IP) 라우터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프로토콜(IP) 데이터

트래픽 각각의 타입에 대해 전용 포워딩 테이블을 요구하지 않는 대규모 병렬 분산 구조 라우터가 필요하면서, 다수의 IP

데이터 트래픽 타입에 대해 다수의 포워딩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라우터가 필요한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N개의 인터페이싱 주

변 장치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그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용

라우터를 제공함에 있다.

즉, 본 발명은 전송 테이블 처리를 간단화하여 단일 포워딩 엔진 내에서 단일 포워딩 프로세스를 야기하는 통합 포워딩 테

이블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IPv4(Internet Protocol versoin 4) 패킷,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패킷,

MPLS 패킷이 통합 포워딩 테이블을 이용하는 단일 포워딩 엔진 및 포워딩 프로세스에 의해 전송되도록 한다. 이는 단일

라우터 내에서 다수의 트래픽 타입을 전송하는 비용 및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프로세싱 엔진의 할당이 패킷 타입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패킷 타입 혼재에 자동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그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용 라우터에 있어서, 상기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하나에 연결된 PMD 모듈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중 하나인지를 결정하며,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정보)를 포함하는 통

합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제 1

패킷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4 타입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

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

한다.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IPv4 헤더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 내의 제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한다.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6 포맷이라는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

우터 내의 분류 모듈로 포워딩하고, 상기 분류 모듈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6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IPv6 룩업

인덱스 값으로 변환하고,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 리턴한다.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이용

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한다.

상기 제1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

기 라우터 내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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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MPLS 타입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

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MPLS 라벨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한다.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데이터 패킷을 통신 네트워크와 연관된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 전송할 수 있고 데이

터 패킷을 상호간 그리고 그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복수의 라우터를 구비하는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

서, 상기 복수의 라우터 중 제 1 라우터는, 상기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장치 또는 상기 복수의 라우터

중 제2 라우터에 연결된 PMD 모듈로부터 제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패킷인지를 결정하며,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

를 포함하는 통합 포워딩 전송 테이블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여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목적

지를 결정하는 제 1 패킷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공통 버스 상으로 데이터 패킷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복수의 프로세서를 구비하

는 라우터에서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 장치에 연

결된 PMD 모듈로부터의 제 1 데이터 패킷을 제 1 패킷 프로세서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포맷중 적어도 하나의 의 데이터 패킷 포맷인지를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에서 결정하는 단계; 및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포함하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IPv4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

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

다.

상기 IPv4 헤더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6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

우터의 분류 모듈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분류 모듈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6 헤더 내의 목적지 주

소를 IPv6 룩업 인덱스 값으로 변환하고,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 리턴한다.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 주소를 상

기 제 1 패킷 프로세서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

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MPLS 라벨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

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분산 구조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 조합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

펴보기로 하자.

이하에서 설명되는 도 1 내지 도 5, 및 각종 실시예는 예시에 불과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자들은 본 발명의 원리들이 적절하게 배열된 분산형 라우터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포워딩 테이블을 구현하는 분산 구조 라우터(100)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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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한쌍의 고속 스위치 구조(155a,155b)를 구비하는 스위치(150)에 의해

접속되는 라우팅 노드(110,120,130,140)를 포함하는 최대 N 개의 독립 RN(Routing Node)을 이용하여 확장성

(scalability) 및 고성능을 제공한다.

각각의 RN은 IOP(Input/Output Processor) 모듈, 및 하나 이상의 PMD(Physical Medium Device) 모듈을 포함한다. 즉,

RN(110)은 PMD 모듈(112)(PMD-a로 표시됨), PMD 모듈(114)(PMD-b로 표시됨), 및 IOP 모듈(126)을 포함하고, RN

(120)은 PMD 모듈(122)(PMD-a로 표시됨), PMD 모듈(124)(PMD-b로 표시됨), 및 IOP 모듈(126)을 포함한다.

또한, RN(130)은 PMD 모듈(132)(PMD-a로 표시됨), PMD 모듈(134)(PMD-b로 표시됨), 및 IOP 모듈(136)을 포함하고,

RN(140)은 PMD 모듈(142)(PMD-a로 표시됨), PMD 모듈(144)(PMD-b로 표시됨), 및 IOP 모듈(146)을 포함하는 것이

다.

IOP 모듈(116,126,136,146) 각각은 라우터(190) 및 네트워크(195)와 같은 인접 라우터 또는 서브넷으로부터 인입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패킷 및 MPLS 패킷을 버퍼링한다. 부가적으로, IOP 모듈(116,126,136,146) 각각은 요청된 서비스

를 분류하고, 패킷 헤더로부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며, 패킷을 출력 IOP 모듈로 전송한다. 또한, 각각의 IOP 모듈(116,

126, 136, 146)은 라우팅 프로토콜 패킷 및 공급된 정적 라우트로부터 결정되는 내부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고 라우팅

테이블로부터 최적의 데이터 경로를 계산한다.

각각의 IOP 모듈(116, 126, 136, 146)은 PMD 모듈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인입되는 패킷을 처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PMD 모듈은 IP 네트워크(또는 ATM 스위치)로부터 인입되는 패킷(또는 셀)을 IOP 모듈에서 처리되도록 프레이밍(frame)

하고 버스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

IOP 모듈 및 PMD 모듈(들)로 구성되고 한쌍의 고속 스위치 구조(155a,155b)에 의해 링크된 RN(110,120,130,140) 각각

은 본래 라우터 자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고속 링크(즉, 스위치 구조(155a, 155b)가 각 블록에

연결된 한 세트의 RN 구축 블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쌍의 고속 스위치 구조(155a,155b)는 IOP 모듈간의 패킷 스위칭

을 지원하고, 각각 고속 스위치 구조(155a,155b)에 위치된 스위치 프로세서(SWP)(160a,160b)는 시스템 관리를 지원하

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라우터와는 달리,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각각의 RN(110,120,130,140)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효율적인 메

카니즘을 요구한다.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각각의 RN(110, 120, 130, 140)에 대해 일관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모든

독립 RN들이 단일 라우터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라우팅 조정 프로토콜(“유연하게 연결된 통합 환경(loosely-unified

environment:LUE) 프로토콜”이라고 함)을 구현한다. 유연하게 연결된 환경(LUE) 프로토콜은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라우팅 프로토콜의 설계 개념에 기초하며, RN(110,120,130,140) 중에서 지정된 RN을 선택하고 전체 라우팅

테이블을 동기화시키기 위해 RN(110,120,130,140) 각각에서 그리고 SWP(160a,160b)에서 병렬로 실행된다.

주지된 바와 같은 데몬(Deamon)은 프로세싱 노드에서 연속적으로 동작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자원을 제공하는 에이

전트 프로그램이며, 또한, 데몬은 유틸리티 기능으로서 사용되는 배경 프로세스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분산 구조 라우터(100)에서 라우팅 노드(120)의 선택된 부분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

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팅 노드(120)는 PMD 모듈(122), PMD 모듈(124) 및 IOP 모듈(126)을 포함한다.

그리고, PMD 모듈(122)(PMD-a로 표시됨)은 물리 계층 회로(Physical Layer Circuitary)(211), PMD 프로세서(213)(예

컨대, IXP 1240 프로세서), 및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브리지(212)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PMD 모듈(124)(PMD-b로 표시됨)은 물리 계층 회로(221), PMD 프로세서(223)(예컨대, IXP 1240 프로세서), 및

PCI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브리지(222)를 포함한다.

IOP 모듈(126)은 분류 모듈(Classification Module)(230)(예컨대, MPC 8245 프로세서), 시스템 프로세서(240)(예컨대,

MPC 8245 프로세서), 네트워크 프로세서(260)(예컨대, IXP 1200 또는 IXP 1240 프로세서), PCI 브리지(270), 및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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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이더넷 커넥터(Gigabit Ethernet connectoer:GbE)(280)를 포함하고, 분류 모듈(230)은 CAM(content addressable

memory)(231), 분리 프로세서(232)(예컨대, MPC 8245 프로세서), 및 분류 엔진(Classification Engine)(233)을 포함한

다. 여기서, 분류 엔진(233)은 상태 그래프 프로세서(State Graph Processor)이다.

PCI 버스(290)는 PCI 브리지(212,222,270), 분류 프로세서(232), 및 시스템 프로세서(240)를 연결하고, 네트워크 프로세

서(260)는 패킷 포워딩을 수행하는 마이크로엔진을 포함한다. 여기서,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포워딩 테이블 룩업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 포워딩 테이블(Unified Forwarding Table:UFT)(261)을 사용한다.

각 IOP 모듈(예컨대, IOP 모듈(126))의 네트워크 프로세서(예컨대,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예컨

대, UFT(261))을 이용하여 패킷 포워딩을 수행한다.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IPv4, IPv6 및 MPLS 패킷 타입용 포워딩 테이블을 조합함으로써 이 3 개의 패킷 타입의 포워딩

을 통합하며, 따라서 단일 포워딩 엔진 및 단일 포워딩 프로세스가 모든 패킷 타입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쓰루풋(throughput)이 보다 많은 프로세싱 파워(Processing Power)를 요구하면, 병렬 동

작하는 다수의 포워딩 엔진이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 다수의 포워딩 엔진의 각각은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 동작하며, 이

에 의해 변화하는 트래픽 혼재에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제어 플랜(Control Plane)은 IPv6 및 MPLS 패킷에 대해 IPv4 터널을 설정하고 데이터 플랜(Data

Plane)은 IPv4 터널을 이용하여 분산 구조 라우터(100) 내에서 패킷을 전송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통합 포워딩 테이블(261)의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IPv4, IPv6 및 MPLS 패킷 포워딩의 통합은 분산 구조 라우터(100) 내의 터널링 기술을 이용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 3은 포워딩 엔진 검색에서 입력을 위해 사용되는 주소 공간의 분할을 예시한 도면이다.

통합 포워딩 테이블(261)은 주소 공간(305), 주소 공간(310), 주소 공간(315), 및 주소 공간(320)을 구비한다. 주소 공간

(305)은 00000000(hex)에서부터 000FFFFF(hex)까지의 주소 범위, 총 1,048,576개의 주소를 커버할 수 있으며, 주소

공간(310)은 00100000(hex)에서부터 001FFFFF(hex)까지의 주소 범위, 총 1,048,576개의 주소를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주소 공간(310)은 IPv6 태그를 이용하여 인덱스되고, 주소 공간(315)은 00200000(hex)에서부터 00FFFFFF(hex)

까지의 주소 범위, 총 14,680,064개의 주소를 커버할 수 있으며, 주소 공간(315)은 예비(Reserved) 공간이다.

한편, 주소 공간(320)은 01000000(hex)에서부터 FFFFFFFF(hex)까지의 주소 범위, 총 4,278,190,080개의 주소를 커버

하며, 주소 공간(320)은 IPv4 주소를 이용하여 인덱스되는 것이다.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UFT)(261)의 주소 공간(320)의 룩업 인덱스로서 직접 사용된다. IPv4

주소는 제로("0")가 아닌 주소의 8 개의 최상위 비트(MSB)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식별될 수 있다. 따라서, IPv4 주소는

UFT(261)의 룩업 인덱스 공간의 상위(Upper)를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로 네트워크 주소는 유효하지 않다. 그

래서, 주소의 8 개의 MSB 모두가 제로이면, 이 기준은 상이한 패킷 타입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며, 통합 포워딩 테이블

(261)의 나머지 인덱스 공간은 다른 모든 패킷 타입들 사이에서 분할되는 것이다.

분산 구조 라우터(100)에서 MPLS 라벨(Label)은 20 비트 길이이고 계층 2(Layer 2)와 계층 3(Layer 3) 헤더 사이에 존

재하며, 또한, MPLS 라벨은 인덱스의 하위 20 비트로 시프트된다. 따라서, MPLS 주소는 제로인 상위 12 비트에 의해 식

별되고, UFT(261)의 룩업 인덱스 공간의 하위(Bottom)에 존재한다.

IPv4와 MPLS 인덱스 사이의 공간은 다른 트래픽 타입들을 위해 할당될 수 있다. 도 3에서, 상위 경계(Upper Boundary)

는 임의적이지만 대략 100만 인덱스 값의 할당이 가능한 IPv6 주소를 위해 준비된다. 나머지 공간은 예비이고 내부 라우

트를 포함하여 다른 트래픽 타입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Pv6 목적지 주소는 IPv6 헤더에 주어진 목적지 주소로부터 메모리 주소 공간(310)의 할당된 주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인

덱스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는 콘텐트 주소지정 메모리(Content Addressable Memory:CAM)(231)와 조합하여 분류 엔

진(233)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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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IOP 모듈(126)의 포워딩 엔진의 동작을 일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패킷은 PMD 모듈(122,124)로부터 또는 스위치(150)로부터 IOP 모듈(126)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의 마이크로엔진에 도달할 수 있다(프로세스 스텝 405). 초기에,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PMD 모듈(122 또는 124)로부터 또는 스위치(15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인지를 결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10).

수신된 패킷이 PMD 모듈(122 또는 124)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IFD(Interface

Description)의 패킷 타입을 검사한다(프로세스 스텝 415).

한편, 네트워크 프로세서(260)의 마이크로엔진은 수신된 데이터 패킷 타입이 IPv6 타입의 데이터 패킷 타입으로 결정되

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데이터 패킷을 주소 변환을 위해 분류 모듈(230)로 포워딩한다(프로세스 스텝 420).

분류 엔진(CE)(233)은 IPv6 헤더로부터 목적지 주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목적지 주소를 분류 다이제스트(Classification

Digest)에 배치하고, 분류 다이제스트는 상기 추출된 목적지 주소를 콘텐트 주소 지정 메모리(CAM)(231)로 제공된다.

CAM(231)은 IPv6 목적지 주소를 일치 결과로서 리턴되는 포워딩 테이블 인덱스로 변환하고, CM(230)은 일치 결과를 패

킷 헤더에 배치한 후, 데이터 패킷은 포워딩을 위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에 리턴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프로세서(260)의 마이크로엔진에서 수신된 데이터 패킷의 타입이 IPv6 데이터 패킷 타입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

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패킷 타입이 분류를 요구하는 다른 패킷 타입인지를 결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25).

만약, 패킷 타입이 상기 다른 패킷 타입이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상기한 바와 같이 주소 변환을 위해 데이터 패킷을

분류 모듈(230)로 포워딩한다.

수신된 패킷이 PMD 모듈(122 또는 124)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패킷이 아니면(프로세스 스텝 410), 또는 데이터 패킷이 분

류를 요구하지 않으면(프로세스 스텝 425), 또는 데이터 패킷이 분류 모듈(230)로부터 리턴되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

는 데이터 패킷이 IPv6 패킷인지를 결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30).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IPv6 데이터 패킷이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UFT(261)의 주소 공간(310)에서 룩업을 수행하

기 위한 IPv6 태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패킷을 설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35).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룩

업을 수행하고(프로세스 스텝 460),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65).

만약,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수신된 데이터패킷을 목적지로 포워딩한다. 그러나, 목적지 주

소가 존재하지 안으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수신된 데이터 패킷을, 디폴트 라우트가 존재하면 디폴트 라우트로, 또

는 예외 처리를 위해 제어 플랜 큐(Control Plane Queue)로 포워딩한다.

한편,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IPv6 타입의 데이터 패킷이 아니면(프로세스 스텝 430)이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데이

터 패킷이 MPLS 타입의 데이터 패킷인지를 결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40).

만약, 수신된 데이터 패킷이 MPLS 타입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UFT(261)의 주소 공간(305)

에서 룩업을 수행하기 위한 MPLS 헤더의 MPLS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패킷을 설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45).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룩업을 수행하고(프로세스 스텝 460),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프로세

스 스텝 465).

만약, 목적지 주소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패킷을 목적지로 포워딩한다. 그러나, 목적지 주소

가 존재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데이터 패킷을, 디폴트 라우트가 존재하면 디폴트 라우트에 또는 예외 처

리를 위해 제어 플랜 큐에 포워딩한다.

데이터 패킷이 MPLS 타입의 데이터 패킷이 아니면(프로세스 스텝 440),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데이터 패킷이 IPv4

타입의 패킷인지를 판단한다(프로세스 스텝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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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데이터 패킷이 IPv4 타입의 데이터 패킷이라고 판단되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UFT(261)의 주소 공간(320)에

서 룩업을 수행하기 위한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패킷을 설정한다(프로세스 스텝 455).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룩업을 수행하고(프로세스 스텝 460),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프로세

스 스텝 465). 만약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패킷을 해당 목적지 주소에 상응하는 목적지

로 포워딩한다.

그러나,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데이터 패킷을, 디폴트 라우트가 존재하면 디폴트

라우트에, 또는 예외 처리를 위해 제어 플랜 큐로 포워딩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분산 구조 라우터(100)의 각 단에서의 패킷 포맷 상태를 나타난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데이터 패킷(501-508)은 대표적인 데이터 패킷의 스텝별 진행을 예시한다.

MPLS 라벨은 단지 예시를 위해 데이터 패킷(501-508)에 옵션으로 포함됨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MPLS 라벨은 IPv4 및

IPv6 데이터 패킷을 제공받을 수 없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패킷(501)은 외부 네트워크 장치로부터 PMD 모듈(122)에 의해 초기에 수신된다. 그리

고 데이터 패킷(501)은 레이어 2 캡슐화 필드(Layer 2 Encapsulation Field), MPLS 라벨 (옵션) 및 인터넷 프로토콜(IP)

패킷을 포함한다.

PMD 모듈(122)의 PMD 프로세서(213)는 레이어 2 캡슐화 필드를 제거하고, PMD 모듈(122)이 IOP 모듈(126)로 포워딩

하는 데이터 패킷(502)을 형성하기 위해 IFD 필드를 부가한다.

만약, 뷴류가 필요하면, IOP 모듈(126)의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네트워크 프로세서(260)가 IOP(126)의 분류 모듈

(230)에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503)을 형성하기 위해 HE LS(Header Extention Least Significant) 워드(Word)를 IFD

필드, MPLS 라벨(옵션), 및 IP 패킷에 부가한다.

다음에, 분류 모듈(230)은 헤더 확장(HE)의 나머지를 부가하여 CAM(231)으로부터의 매칭 주소에 채워, CM(230)이 네트

워크 프로세서(260)에 다시 포워딩하는 데이터 패킷(504)을 형성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261)에서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데이터 패킷(504)의 헤더

확장 필드(Header Extention Field) 및 IFD 필드를 사용한다. 일단 목적지 주소가 결정되면, 네트워크 프로세서(260)는

출력 인터페이스를 위해 패킷을 포매팅한다.

또한, 목적지 주소가 상이한 IOP 모듈을 통해 액세스되면, 헤더 확장 및 IFD 필드가 드롭(drop)되고 이더넷 캡슐화

(Ethernet Encapsulation)가 부가되어, IOP 모듈(126)이 스위치(150)로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505)을 형성한다.

한편, 목적지 주소가 동일한 IOP의 부분이면, 헤더 확장 필드가 드롭되고 IFD를 가진 패킷이 IOP 모듈(126)에 의해 PMD

(122) 또는 PMD(124)로 포워딩한다.

다음에, 데이터 패킷(505)은 스위치(150)를 통과하며, 출력에서, 스위치(151)가 데이터 패킷(505)과 동일한 데이터 패킷

(506)을 IOP 모듈(136)로 포워딩한다.

IOP 모듈(136)의 네트워크 프로세서(560)는 네트워크 프로세서(260)와 유사한 것으로, 네트워크 프로세서(560)는 데이

터 패킷(506)의 이더넷 캡슐화 필드를 제거하고 IOP 모듈(136)이 PMD 모듈(132)에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507)을 형성하

기 위해 IFD 필드를 부가한다.

마지막으로, PMD 프로세서(513)는 IFD 필드를 제거하고 레이어 2 캡슐화 필드를 부가하여 데이터 패킷(508)을 형성하

고, PMD 모듈(132)은 데이터 패킷(508)을 네트워크의 외부 장치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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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M(230)은 IPv6 목적지 주소를 전송 테이블 룩업 인덱스로 변환하고 데이터 패킷이 네트워

크 프로세서(260)의 마이크로엔진으로 리턴된다. 전송 엔진은 패킷 타입을 고찰하고 패킷 헤더로부터 룩업 인덱스를 얻는

다.

IPv4 패킷에, IPv4 헤더에 제공된 목적지 주소가 사용되고, MPLS 패킷에, MPLS 라벨이 사용되며, 또한, IPv6 패킷에, 패

킷 헤더의 CM(230)에 의해 리턴된 IPv6 룩업 인덱스가 사용된다.

IPv4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지 주소는 IP 패킷의 시작 부분에 있는 IPv4 헤더 내에 있고, MPLS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MPLS 라벨은 레이어 2 헤더와 레이어 3 헤더 사이에 위치한다.

본래, MPLS 데이터 패킷 및 IPv6 데이터 패킷은 일부 경우에서 분류 모듈(230)에 의한 분류를 통해 결정된 포워딩 인덱스

를 이용하여 분산 구조 라우터(100) 내에서 터널링되고, 포워딩 테이블 룩업이 인덱스에 대해 수행된다.

따라서, 단일 포워딩 테이블이 모든 트래픽 타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 패킷은 UFT(261)에서의 룩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포워딩된다. 만약, 룩업이 실패하면, 패킷이 디폴트 라우트가 존재하면 디폴트 라우트로 또는 예외 처리를 위해

제어 플랜으로 전송된다.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IOP 시스템 프로세서(240)에서의 제어 플랜 처리를 통해 라우트를 처리한다. 정적 라우트(static

route)는 준비(provisioning)를 통해 설정되고, 동적 라우트는 RIP, OSPF 및 BGP와 같은 표준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처리된다.

또한, MPLS 라우트는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를 통해 통계적으로 준비 또는 처리되고, 유연하게 통합된 환경

(LUE) 프로세스는 통합 전송 테이블(261)을 구축하기 위해 라우트 정보를 사용한다.

분산 구조 라우터(100)는 분산 라우트이므로, LUE 프로세스는 분산 구조 라우터(100) 내에서 통합 포워딩 테이블을 분산

시켜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분산 구조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 조합 장치 및 방법은, 라우터를 통해 비(non)-IPv4 데

이터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터널링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이는 단일 전송 테이블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UFT는 단일 포워딩 엔진 및 포워딩 프로세스가 다수의 트래픽 타입을 위해 사용되도록 모든 포워딩 테이블을 통합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본 발명은, IPv4(Internet Protocol versoin 4) 패킷,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패킷, MPLS 패킷이 통합

포워딩 테이블을 이용하는 단일 전송 엔진 및 전송 프로세스에 의해 포워딩되도록 한다. 이는 단일 라우터 내에서 다수의

트래픽 타입을 전송하는 비용 및 복잡성을 감소시키며, 또한, 프로세싱 엔진의 할당이 패킷 타입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패킷 타입 혼재에 자동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실시예를 가지고 설명되었지만, 각종 변화들 및 수정들이 당해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발명은 권리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고 그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부터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용 라우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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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하나에 연결된 PMD 모듈로부터 제 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 1 데이터 패

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중 하나인지를 결정하며,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 타입용 포

워딩 테이블을 조합하여 각 패킷 타입의 포워딩을 통합 처리 가능하도록 상기 각 포맷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목적지 주소

를 포함하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제 1 패킷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라우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4 타입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

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라우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IPv4 헤더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 내의 제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라우

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6 포맷이라는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

우터 내의 분류 모듈로 포워딩하고,

상기 분류 모듈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6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IPv6 룩업 인덱스 값으로 변환하고,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 리턴하는 라우터.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라우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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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 내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라우터.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MPLS 타입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

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MPLS 라벨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라우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

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라우터.

청구항 9.

데이터 패킷을 통신 네트워크와 연관된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로 전송할 수 있고 데이터 패킷을 상호간 그리고 그 인터페이

싱 주변 장치로부터 수신할 수 있는 복수의 라우터를 구비하는 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라우터 중 제 1 라우터는,

상기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장치 또는 상기 복수의 라우터 중 제2 라우터에 연결된 PMD 모듈로부터

제1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고,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중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패킷인지를

결정하며,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 타입용 포워딩 테이블을 조합하여 각 패킷 타입의 포워딩을

통합 처리 가능하도록 상기 각 포맷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목적지 주소를 포함하는 통합 포워딩 전송 테이블에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여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제 1 패킷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IPv4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

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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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IPv4 헤더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6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분류 모듈로 포워딩하

고,

상기 분류 모듈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6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IPv6 룩업 인덱스 값으로 변환하고,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 리턴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 내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MPLS 포맷이라는 결정에 응답하여,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MPLS 라벨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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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패킷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

세서로 포워딩하는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7.

공통 버스 상으로 데이터 패킷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복수의 프로세서를 구비하는 라우터에서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N 개의 인터페이싱 주변 장치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 장치에 연결된 PMD 모듈로부터의 제 1 데이터 패킷을 제 1 패킷 프

로세서에서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포맷이 IPv4, IPv6 및 MPLS 포맷중 적어도 하나의 의 데이터 패킷 포맷인지를 상기 제 1 패킷 프

로세서에서 결정하는 단계; 및

IPv4 포맷, IPv6 포맷 및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 타입용 포워딩 테이블을 조합하여 각 패킷 타입의 포워딩을 통합 처리

가능하도록 상기 각 포맷의 데이터 패킷에 대한 목적지 주소를 포함하는 통합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목적지를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라우

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전송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데이터 패킷이 IPv4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

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4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IPv4 헤더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IPv6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제 1 데이터 패킷을 상기 라

우터의 분류 모듈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분류 모듈은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IPv6 헤더 내의 목적지 주소를 IPv6 룩업 인덱스 값으로 변환하고,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 리턴하는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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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IPv6 룩업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 주소를 상

기 제 1 패킷 프로세서에서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

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23.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이 MPLS 포맷의 데이터 패킷인 경우, 상기 포워딩 테이블에서 상기 목적지 주소를 룩업하기 위해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의 MPLS 라벨 내의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상기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우터에

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패킷 프로세서로부터의 상기 제 1 데이터 패킷을 IPv4 포맷으로 터널링 패킷에 캡슐화하여 상기 제 1 데이터 패

킷을 상기 라우터의 제 2 패킷 프로세서로 포워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패킷 포워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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