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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스트리밍 데이터를 검사하여 재정의가능한패턴들을 탐지하고 응답 프로세싱을 규정하기 위

한재프로그래밍가능한 하드웨어

요약

스트림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은 공개되어 있다. 재프로그래밍가능한 데이

터 프로세서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특정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포함한다면, 데이터 프로세서는 특정 동작을 수행한다. 그 데이터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패턴이 존재하

는 패킷들을 발견하며, 그리고/또는 매칭 스트링이 발견된 경우에 서로 다른 액션들을 수행하도록 재프로그래밍가능

하다. 재구성 디바이스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패턴 및 액션을 규정하는 입력을 수신하며, 그 입력을 프로세싱터 프

로세서를 재프로그래밍하는데 필수적인 구성정보를 생성하며, 그리고 구성정보를 그의 재프로그래밍을 위한 패킷 프

로세서에 송신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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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패킷 검색, 스트링 매칭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패킷 등의 데이터에 대한 고속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1) 재정의가능한 (redefinable)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이 페이로드에 존재하는지 탐지하고, 그리

고 (2) 그 탐지시에 재정의가능한 (redefinable) 액션을 수행하는 패킷 페이로드 (payload) 의 프로세싱에 관한 것이

다.

발명의 배경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패킷의 내용을 모니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저작권으로 보

호되는 음성정보, 필름/비디오, 소프트웨어, 출판된 기사, 및 책 내용 등의 자료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의 송신을 

식별하는 것, 회사의 내부 컴퓨터 시스템 내의 비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 컴퓨터 바이러스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것, 

범죄 음모의 일부일 수도 있는 패킷 송신을 식별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것 (범죄를 계획하는 2인 사이의 이메일 왕래 

등), 또는 타겟이 된 실체의 데이터 송신을 모니터하는 것 등 어떤 동기가 되었건 간에, 특정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에 대한 패킷 페이로드를 탐색하는 능력은 오늘날 전자 정보시대에 있어서 강력한 툴 (tool) 이 될 것이다. 또한

, 데이터 스트림을 변형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 정보가 혼재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데이터를 다

시 포맷하여, 언어들 사이에서 번역을 하며, 정보를 추출하며,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스트링 매칭 및 패턴 매칭은 광범위한 연구들의 주제가 되어 왔다. 과거에는, 패킷 페이로드가 데이터 패턴을 포함하

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트링 매칭 기술들이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들은,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기인하는 고유의 느린 패킷 프로세싱 속도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Hile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319,776호 (여기에, 참조로서 포함되는 특허 명세서) 는, 공지된 컴퓨

터 바이러스의 표시가 표현된 임의의 스트링을 그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한 상태기계 (finite 

state machine) 를 이용하여 소스 미디어와 목적지 미디어 사이에 소통중인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Hile 의 유한 상태기계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탑재하기 때문에, Hile 시스템은 느리다. 이와 같이, Hile 

시스템 그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레이트가 초당 2.5 기가 비트에 이르는 OC-48 등의 고속 라인 레이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로서 이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 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들은 하드웨어 기반의 기

술에 비해 전통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훨씬 더 느리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반 스트링 매칭 기술은 Clayton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101,424호 (여기에, 참조로서 포

함되는 특허 명세서) 에서 발견된다. Clayton은 전화 교환으로부터 텍스트 스트림을 모니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

반의 awk 프로세서를 개시한다. Clayton의 시스템에서는, 전화 교환국을 패스하는 데이터 스트림들을 텍스트 파일로

로드한다. 따라서, Clayton 시스템은 (1) 텍스트파일의 내용을 프로세싱하여 특정 스트링이 그 안에서 검색되는지를 

결정하고, (2) 매칭의 발견시에 규정된 액션을 수행한다. 전술한 Hile 시스템과 같이,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은 너

무 느려서 고속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가 위험에 처했는지를 표시하는 헤더와 페이로드의 조합을 인터넷 패킷에서 검색하기 위

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SNORT라는 소프트웨어 툴이 개발되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이더넷 상에 도

달한 패킷을 검색하는 공개 소스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 (Open Source 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 

이다. 대개, 패킷들은 이더넷 등의 미디어에 도달한다. 프로그램은 특정의 데이터와 각각의 패킷을 일련의 규칙으로 

비교한다. 헤더 또는 페이로드의 일부에서 필드가 규칙과 매칭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콘솔에 메시지 출력, 통지 메시

지 전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사건 기록 등의 응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SNORT의 세부 사항은 SNORT 홈페이지,

http://www. snort. org/에 설명되어 있다. 전술한 시스템들과 같이, SNORT는 소프트웨어의 탑재에 의해 매칭 업무

및 그 응답 업무 모두에 대한 느린 프로세싱 속도로 인하여 불리하다.

패킷 페이로드를 프로세싱하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스템들은 페이로드에서 특정 스트링을 검색하는 전용 

주문형 반도체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s) 로 디자인되고 있다. ASIC 상에의 페이로드 검색의 

구현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들에 비해 엄청난 속도 향상을 나타내지만, 그러한 ASIC 기반의 시스템들은 엄청난 유

연성 문제로 인하여 불리하다. 즉, ASIC 기반의 페이로드 프로세싱 디바이스는, 탐색할 스트링에 대한 변경이 새로운

탐색 스트링 (및 새로운 ASIC으로, 이전의 ASIC에 대한 대체) 에 맞게 새로운 ASIC의 디자인을 요하기 때문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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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패킷들의 탐색 스트링을 변경할 수 없다. 즉, 검색스트링을 변형할 때마다 스트링 매칭을 수행할 칩을 교체해야 한

다. 특히, ASIC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경우, 이러한 재디자인 및 교체 노력은 엄청난 시간 소비이며, 고비용이 

든다.

소프트웨어 기반 패턴 매칭의 느린 프로세싱 속도와 ASIC 기반 패턴 매칭의 비유연성을 피하기 위하여,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FPGA (field programable gate array) 등의 재프로그래밍 가능한 하드웨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FPG

A 기반의 기술들은 Sidhu, R. 및 Prasanna, V.의 'Fast Regular Expression Matching using FPGAs', 필드 프로그

래밍가능 주문형 계산기 (Field-Programmable Custom Computing Machines; FCCM 2001) 에 대한 2001년 4월 I

EEE 심포지엄, Sidhu, R. 등의 'String Matching on Multicontext FPGAs Using Self-Reconfiguration', FPGA `9

9: 1999 ACM/SIGDA 의 절차 (Proceeding of the 1999 ACM/SIGDA) 에 대한 FPGA에 관한 제 7차 국제 심포지엄

, 페이지 217~226에 개시되어 있으며, 모든 개시물들은 여기에 참조로서 포함된다.

Sidhu의 논문들은 사용자 특정 데이터 패턴을 프로세싱하여, FPGA로 프로그램될 때에 동작가능한 비결정성 유한 오

토마톤 (NFA) 들을 생성시킴으로써, 그곳에 적용된 데이터가 임의의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

는지를 결정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Sidhu는 데이터 내에서 매칭되는 스트링이 검색된 경우, 그러한 디바

이스들이 데이터 변형 등의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FPGA를 이용하여 재정의가능한 데이터 패턴에 대한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Sidhu 의 기술이 FPGA의 재정의가능한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 패턴을 재정의하는데 있어 하드웨어 구현 및 유연성을 통하여 고속도를 제공하지만, 이 Sidh

u의 기술은 매칭 스트링을 검색할 뿐만 아니라 매칭된 스트링의 검색시에 특정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에 대

한 당업계의 요구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Sidhu의 기술은 임의의 복수의 데이터 패턴의 존재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의 검색 (만일 P 1 또는 P 2 ... 또는 P

n 이 데이터 스트림에서 발견된다면, 매칭이 검색됨. 여기서, P i 는 데이터 패턴) 이 가능하지만, Sidhu의 기술은 데

이터 패턴이 데이터 스트림내의 스트링과 매칭되는지 또는 데이터 스트림내의 스트링이 임의의 데이터 패턴들과 매

칭되는지를 식별하지 못한다.

현존하는 FPGA 기반 패턴 매칭 기술의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발명자들은 여기에 패킷의 페이로드가 데이터 패

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고속 및 유연성을 모두 가지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칭 스트링이 패킷의 페이로드에서 검색되는 경우에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자 한다.

여기서, 본 발명자들 중 한 명에 의해 그러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초기의 시도를 'Hello World Application' 라 한다.

Lockwood, John 및 Lim, David가 공저한 'Hello, World : A Simple Application for the Field Programmable Port

Extender (FPX)', 2001년 7월 11일 Washington University Tech Report WUCS-00-12 (여기에, 참조로서 포함) 

를 참조한다. Hello World Application에서는, Washington University 필드 프로그래밍가능 포트 확장기라 알려진, 

패킷 프로세싱을 수행하기 위한 재프로그래밍가능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1) 페이로드의 최초 2워드 내에 

워드 (word) 'HELL'로 구성되고, 뒤에 'O***' 이 따라오는 스트링 (여기서, *는 공백을 표현) 이 존재하는 경우를 식

별하고 그리고 (2) 그 스트링이 패킷 페이로드의 최초 2 워드로서 검색되는 경우에, 워드 'O***' 를 'O*WO' 로 대체하

고 패킷 페이로드의 다음 2 워드에 워드 'RLD' 및 '****' 을 부가하도록 디자인된 상태기계 및 워드 카운터로, 프로그

래밍하였다. FPX에 의해 이용되는 재프로그래밍가능 하드웨어는 FPGA이다. 따라서, Hello World Application은 'H

ELLO'를 'HELLO WORLD' 로 대체함으로써 페이로드 내에 'HELLO' 가 있는 패킷을 변형하도록 동작한다.

Hello World Application 의 성공적인 액션은 재프로그래밍가능 하드웨어에서의 정확한 매칭과 스트링 대체가 가능

한 회로의 구현이 가능함을 본 발명자들에게 예시해 주었지만, Hello World Application 은 애플리케이션의 재프로

그래밍가능한 특성의 이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디바이스도 수반하지 않았다. 즉, Hello World Application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FPGA가 잠재적으로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하지만, 자동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HE

LLO' 이외의 탐색 스트링을 위해 패킷을 검색하거나 또는 'HELLO WORLD' 이외의 대체 스트링으로 매칭 스트링을 

대체하도록 FPGA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개발되지 않았다. 본 발명은 패킷에서 서로 다른 재정의

가능 스트링들을 검색하고, 매칭 스트링을 포함한 패킷에 대해 서로 다른 재정의가능 액션을 수행하도록 패킷 프로세

서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스트림라인화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정규 표현 (regular expression

) 및 awk 능력을 활용한 확장된 패턴 매칭 능력과 매칭 스트링의 탐지시에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재프로

그래밍가능 하드웨어 기반 패킷 프로세서를 제작한다.

정규 표현은 조건부 스트링을 정의하기 위한 툴로 널리 공지되어 있다. 정규 표현은 몇몇 다른 스트링을 표현할 수 있

다. 패턴 정의에 있어 다양한 정규 표현 연산자를 포함함으로써, 패턴 정의는 복수의 다른 스트링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 표현 연산자 '.*'는 임의의 수의 임의의 캐릭터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규 표현 'c.*t'는 'cat', 'c

oat', 'chevrolet' 및 'cold is the opposite of hot' 과 같은 스트링들을 포함한다. 다른 예로 정규 표현 연산자 '*' 는 '0

이상의 선행 정규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규 표현 'a*b' 는 'ab', 'aab', 및 'aaab' 등의 스트링들을 포함

하며, 'acb' 또는 'aacb' 등의 스트링은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패턴을 정의한다. 또한, 정규 표현 '(ab)*c' 는 'abc', '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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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abababc' 등의 스트링을 포함하며,'abac', 또는 'abdc' 등의 스트링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정규표현 연산자들은

패턴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쳐질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해 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표현 '(ab)*c.*z'는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abcz', 'ababcqsrz', 및 'abcz' 등의 스트링을 포함하지만, 'abacz', 또는 'ababac

xvghjz' 등의 스트링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규표현은 당해 기술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는 바, 가능한 정규 표현 연산자 (예컨대, '(a|b) 가 'a' 또는 'b' 를 가지

는 임의의 스트링을 의미하는 OR 연산자 '|') 및 정규표현들의 조합을 모두 열거할 필요는 없다. 전술한 배경자료로부

터 알 수 있는 것은, 정규 표현이 본 발명의 사용자가 관련 스트링을 포함하는 데이터 패턴을 정의하는데 강력한 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awk는 널리 공지된 패턴 매칭 프로그램이다. awk는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패턴의 생성을 탐색한 후, 그 데이터

에 관한 규정된 액션을 수행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정규표현은 비교할 데이터의 패턴을 정의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정규 표현에 따라 정의된 패턴을 포함하는 스트링이 있을 경우, awk는 여러 특정 동작들이 데이터에 대해 수행되도록

할 수 있게 한다. 특정 동작의 예들은 단순 치환 (대체), 역치환, 보호 치환, 기록 분리들을 포함한다. 이 예들 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awk에서 이용가능한 액션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Hello World Application을 좀더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본 발명은 사용자들에게 복수의 다른 탐색 스트링을 포함하

는 탐색 패턴을 유연하게 정의하고 패킷들에 대하여 awk와 같이 다양한 변형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기존

에 알지 못했던 유연성과 속도를 동시에 가지는 패킷 프로세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들 특징들이 본 발명의 재프로

그래밍가능한 하드웨어 속으로 편입된다.

발명의 개요

따라서, 여기서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을 개시한다.

시스템의 하나의 구성요소는,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여 그 데이터 스트림을 (1) 재정의가능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

는 스트링이 데이터 스트림 내에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고 (2) 그런 매칭 스트링이 발견되는 경우에 재정의가능 응답을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로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에 의해 프로세싱

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서를 구비한다. 그 데이터 패턴은 정규 표현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으며, 그에

의한 복수의 다른 스트링을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 프로세서에 의해 프로세싱되는 데이터 스트림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된 데이터 패킷의 스트림일 수 있으며, 그 경우, 데이터 프로세서는 패킷 프로세서이며,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은 패킷 프로세싱 모듈이다. 또한, 그러한 패킷 프로세싱 모듈은 수신된 패킷들의 페이로 드가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그 PLD는 FPGA 이다.

매칭 스트링이 탐지된 경우, 데이터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재정의가능 액션의 예들은 변형 동작들 (예컨대,

스트링 대체, 역치환 등의 awk 작업), 드랍 (drop) 액션, 통지 동작 (여기서, 관련 부분은, 매칭이 생성한 것을 고지하

는 것이다. 그리고 통지는 여러 다양한 단계의 세부사항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패킷의 복사, 및 스트링에 매칭하는

데이터 패턴의 통지, 데이터 패턴에 매칭하는 스트링의 통지) 을 포함할 수 있다.) 및 기록 보관/ 통계의 업데이트 (여

기서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림의 내용으로써 수집된다.) 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의 또 다른 구성요소는 PLD를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정보를 생성

하기 위한 디바이스이고, 그 디바이스는 (1)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패턴 및 액션명령을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입

력; 및 (2) 그 수신된 데이터 패턴 및 액션 명령으로부터 적어도 일부의 구성정보 (그 구성 정보는 이용되는 데이터 스

트림이 그 수신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을 규정함) 를 생성시키도록 동작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구비하며, 여기서, 그 구성정보는 PLD를 데이터 프로세

싱모듈로 프로그래밍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송신기는 컴파일러로부터 PLD 까지 구성정보를 통신하는데 이용되어, 

데이터 프로세스 모듈을 PLD로 프로그램한다.

바람직하게는, 컴파일러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의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어 휘 분석 생성기를 포함한다. 어휘 분석 

생성기는 수신된 데이터 패턴을 프로세싱하여 그로부터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로직 표현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생성

시킨다. 패턴매칭 상태기계는 데이터 스트림이 수신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패턴 매칭 상태기계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정의한다.

작업들을 하드웨어로 수행하기 때문에, 본 발명의 데이터 프로세서는, 네트워크 라인 속도로 동작할 수 있다. 또한, 데

이터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이용되는 구성 정보를 생성시키는 디바이스로 인하여, 본 발명의 데이터 프로세

싱 시스템은, 단지 부가적 또는 다른 데이터 패턴만을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부가적 또는 다른 데이터 패턴에 관해 

패킷을 검색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기 용이하며, 또한 매칭 스트링의 검색에 응답하여 부가적 또는 다른 응답을 수행

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입력이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컴파일러는 필요한 구성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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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시켜 재프로그래밍을 수행하게 하며, 송신기는 그 정보를 가능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프로세서에 통

신한다. 데이터 프로세서가 서로 다른 데이터 패턴에 관해 패킷을 검색하도록 재프로그래밍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

한 기술에 의해 다른 패킷 변형 동작을 수행하도록 재프로그래밍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속도 및 유연성은 종래 

기술에서는 경쟁상대가 없다.

이러한 속도와 유연성 때문에, 본 발명의 잠재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이 넓게 분포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바이러스 

검색에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의 패킷 프로세서에 있는 데이터 패턴은 알려진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패킷 송신에 존재하는 알려진 임의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탐지 (및 변형 동작을 통

하여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패킷 프로세서는, 당사자의 저작권이 있는 일부의 자료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신뢰성있게 탐지될 데이터 패턴에 대해 키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

악들, 동영상, 이미지들은 때때로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및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웹을 통해 전송된다. 패킷 트래

픽 내에 그러한 작품들이 존재할 경우에 탐지시킬 데이터 패턴을 적절히 디자인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자들은 패킷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러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송신하는 것을 탐지하고 탐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또, 본 발명은 영업 비밀 및 비밀 문서들의 유포를 방지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컴퓨터 시스템 상에 영업 비밀 및

/또는 비밀 문서를 가진 회사는 회사 내부 네트워크 외부로 이러한 정보의 미인증 송신을 방지하는데 본 발명을 이용

할 수 있다. 그 회사의 네트워크 방화벽은 패킷 프로세스가 회사의 영업 비밀 및/또는 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임의의 인증받지 못한 패킷을 탐지하거나 드랍하도록 키잉된 패

킷 프로세서들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그들의 비밀/영업비밀 정보의 표시를 하는 데 있어, 전자 워터마크를 부가

하는 것 (이 경우, 데이터 프로세서는 워터마크에 의해 입력됨) 으로부터 문서/파일데이터가 송신될 경우에 각각의 비

밀/영업비밀 문서/파 일데이터마다 신뢰성있게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패턴을 디자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넓

은 선택 범위를 가진다.

또한, 본 발명은 정부 정보기관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목표 실체의 데이터 송신을 모니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패킷 프로세서는 관련 키워드 또는 그의 변형를 포함하는 데이터 패턴을 키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발 (즉, TNT 

등), 범죄 (즉, 살인, 강도, 등), 및/또는 수배자 (즉, 알려진 테러리스트, 도주자 등) 에 관련된 어떤 워드들이 패킷 프

로세서에 입력될 수 있다. 그렇게 구성된 경우, 패킷 프로세서는 그 키워드 (또는 그의 변화) 등이 패킷 스트림 내에 

존재하는 지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시에 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관련 정부 기관에 통지하거나 또는 보다 더 자동화

된 프로세싱을 위해 데이터를 재송신) 를 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애플리케이션의 또 다른 예는 언어 번역기로써의 이용이다. 패킷 프로세서의 탐지 및 대체 능력은 제 1 언

어에서 어떤 워드가 존재할 경우를 탐지하여, 탐지시에 그 워드를 제 2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대체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킷 프로세서는 패킷에서 'friend' 가 검색된 경우 'friend' 를 그 스페인어 번역문인 'amigo' 로 대체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서가 복수의 다른 데이터 패턴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이용하

면, 본 발명은 패킷 프로세서가 언어 A 대 언어 B의 큰 사전을 키잉된 대규모의 번역 디바이스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행자들은 워드 대 워드의 번역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규칙까지도 (예를 들어 형용사가 명사에 선행

하는 영어 방식을 형용사가 명사를 뒤따르는 스페인 방식으로 조화시킴) 고려할 수 있도록 패턴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패킷 트래픽에서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모니터링/필터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본 발명의 패

킷 프로세서를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성 모독적이거나, 포르노 자료를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성 모독적인 내용 또는 잠재적으로 포르노 자료들을 탐지하여 삭제하도록

데이터 프로세서에 입력함으로써, 부모들은 그러한 불쾌한 자료들이 집 컴퓨터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잠재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암호화/해독 디바이스로서의 이용이 있다. 패킷 프로세서는 여러 워드 또는 

문장들을 대체 코드로 대체하여 네트워크용으로 디자인된 패킷으로 암호화하도록 디자인 될 수 있다. 수신측에서는, 

패킷 프로세서가 대체 코드를 원래 데이터로 대체함으로써 암호화된 패킷을 해독하는 것이 구비될 수 있다.

이들은 본 발명의 잠재적 용도 중 몇몇 만을 나타낼 뿐이다.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부가적인 용도에 대하여 곧 인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애플리케이션에 제한될 수 없으며, 단지 본 발명이 가진 넓은 범위의 

유용성에 대한 예시가 될 뿐이다. 본 발명의 전체 범위는 이하의 설명과 첨부된 청구 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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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는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서 탐색 및 대체 능력의 예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이 고속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3은 패킷 프로세싱 능력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PLD 로 프로그래밍된 모듈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4는 패킷 프로세싱 능력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PLD 로 프로그래밍된 모듈에 대한 개략도이며, 여기서 모듈은 1

이상의 데이터 패턴에 관하여 검색 및 대체가 가능하다.

도 5는 착신 데이터가 특정 데이터 패턴에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임의의 매칭 스트링을 대

체 스트링으로 대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검색 및 대체 로직에 대한 도면이다.

도 6은 패킷 및 그 패킷을 구성하는 워드들의 내용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7a 및 7b는 제어기가 매칭 스트링의 시작 위치 및 마지막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8은 제어기가 매칭 스트링을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9는 대체 버퍼의 액션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byte-to-word 변환기의 액션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제어기가 변형된 패킷들의 바이트 길이에서의 변화들을 추측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2는 필드 프로그래밍가능 포트 확장기 (FPX) 플랫폼의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재구성 디바이스에 대한 개략도이다.

도 14는 컴파일러의 액션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5는 다중 패턴 매칭 상태기계가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탐색 및 대체 로직의 매칭 경로의 구현의 도면이다.

도 16은 데이터 변형 동작이 역치환 액션인 경우에 제어기가 데이터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의 개략도가 도 1a 및 도 1b에 도시된다. 패킷 프로세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동작하며, 그 패킷들을 검색하여 그들이 특정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

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패킷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색된 경우, 패킷 프로세서는 데이터 변형 (예컨대, 

스트링 대체), 패킷 드랍, 통지, 또는 기타 응답 등의 특정 응답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패킷 프로세서는 패킷이 'recie

ved' 라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그 스트링이 발견되면 'recieve' 의 각 인스턴스

를 바르게 철자가 기입된 대체 스트링 'receive'로 대체함으로써 패킷을 변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는, 패킷 프로

세서는 패킷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포함된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결정하여 그런 스트링이 검색되면 패킷

을 드랍시키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패킷 프로세서는 매칭 스트링이 발견되는 경우에 통지 패킷 또는 통지 신호를

기타 디바이스에 전송 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패킷 프로세서가 매칭 스트링에 대한 탐지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이 

응답의 리스트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매칭 탐색에 응답하는 임의의 여러 응답들을 이용할 수 있다.

패킷 프로세서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데이터 패턴에 대해 패킷을 검색하고, 그리고/또는 다른 특정 응답을 수행하도

록 재프로그래밍가능하다는 것이다. 패킷 프로세서에 상주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는 여러 패턴 

매칭 기능을 제공하고 매칭이 검색되는 경우에 특정 응답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듈로 프로그래밍된다. PL

D를 재구성함으로써, 패킷 프로세서는 다른 데이터 패턴을 위해 패턴을 검색하고 그리고/또는 매칭이 검색되는 경우

에 다른 응답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패킷 프로세서가 하드웨어가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신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라인 속도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패

킷 프로세서는 OC-48등의 네트워크 레이트로 전송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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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프로세서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재구성 디바이스가 구성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프로세서에 전송한

다. 구성 정보는 PLD에 프로그램될 모듈을 정의한다. 구성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신한 후, 패킷 프로세서는 수신

된 구성 정보에 의해 PLD를 재구성한다.

재구성 디바이스는 구성정보를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생성한다. 바람직하게는, 이 입력은 데이터 패킷이 비교되어야

할 데이터 패턴 및 매칭 스트링의 탐 지 후에 수행되어져야 할 응답을 규정하는 응답 명령을 포함한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신하면, 재구성 디바이스는 그로부터 데이터 패턴에 입력될 모듈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응답 명령을 정의

하는 구성 정보를 생성한다.

도 1b는 패킷 프로세서가 단순한 검색 및 대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작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도 1b의 예에서는,

패킷 프로세서로 프로그램될 모듈이 임의의 숫자의 임의의 캐릭터가 뒤따르는 U, 그를 뒤따르며 임의의 숫자의 임의

의 캐릭터가 뒤따르는 S, 및 그를 뒤따르며 임의의 숫자의 임의의 캐릭터가 뒤따르는 A를 의미하는 데이터 패턴 'U.*

S.*A'로 변형된다. 또한, 그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이 패킷 내에서 검색된 경우, 모듈은 매칭 스트링을 대체 스트링 '

United States' 로 대체하도록 입력된다. 따라서, 스트링 'I live in the USA' 을 포함하는 페이로드 부분을 가지는 패

킷이 수신되고, 패킷 프로세서에 의해 프로세싱되며, 패킷이 변형되어, 출력된 패킷은 'I live in the United States' (

스트링 'USA' 가 탐지되고, 'United States'로 대체) 를 포함하게 된다.

도 2는 패킷 프로세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로서의 사용을 나타낸다. 바람직한 수행에서는, 패킷 프로세서가 N×N 패

킷 스위치와 데이터 트래픽을 패킷 스위치로 또는 패킷 스위치로부터 운반하는 라인 카드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사

용될 수 있다. 패킷 프로세서가 다른 데이터 패턴 (또는 별개의 데이터 패턴) 을 위해 패킷을 검색하거나 또는 매칭이 

검색된 때에 다른 응답 (또는 별개의 응답) 을 수행하도록 재프로그래밍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그 재프로그래밍을 

위해 재구성 디바이스는 필요한 구성 정보를 생성하며 그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패킷 프로 세서에 전송한다.

도 3은 바람직한 PLD에 프로그램될 패킷 프로세서 모듈 (100) 의 개략도이다. 먼저, 착신데이터는 프로토콜 래퍼 (pr

otocol wrapper;102) 에 의해 프로세싱된다. 착신측 상에서는, 프로토콜 래퍼 (102) 가 착신 패킷 내의 여러 헤더 정

보를 프로세싱하여 패킷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검색 및 대체 로직 (SRL;104) 에 대한 제어 정보를 제공하도

록 동작한다. 바람직하게는 프로토콜 래퍼 (102) 에 의해 SRL (104) 로 제공되는 제어 정보가 패킷의 첫 워드를 식별

하게 하는 프레임의 시작 (start of frame; SOF) 지시기, 패킷의 후속 워드가 SRL (104) 를 패스할 경우, 어서트되는 

DATA_EN 신호, UDP 헤더의 첫 워드를 식별하게 하는 데이터그램의 시작 (start of datagram; SOD) 신호, 및 패킷 

페이로드의 마지막 워드를 식별하는 프레임의 마지막 (end of frame; EOF) 신호이다.

도 6은 다양한 구성요소들 및 데이터 패킷의 워드 위치들을 설명한다. 제 1 워드는 ATM 헤더이다. SOF 신호는 ATM

헤더의 도달과 함께 어서트된다. ATM 헤더를 따라서 5 워드의 IP 헤더가 있다. DATA_EN 신호는 IP 헤더 의 첫 워

드에서 시작하여 모든 후속 패킷 워드를 위해 어서트된 상태를 유지한다. IP 헤더 워드들을 따라서, UDP 헤더가 워드

위치 x에 있다. SOD 신호는 UDP 헤더의 제 1 워드와 함께 어서트된다. UDP 헤더는 2워드들로 구성되며, 워드 위치 

x+2에는,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이 시작된다. EOF 신호는 워드 위치 x+n의 페이로드 부분의 마지막 워드와 함께 어

서트된다. 따라서, 페이로드는 워드들 (L=n-2) 의 숫자 L로 구성된다. 워드위치 x+n+1 및 x+n+2에 있는 다음 2워

드는 패킷의 종단부 (trailer) 로 구성된다.

프로토콜 래퍼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적절한 가상 회로 또는 흐름 식별자 (flow identifier) 상에 도달한 착신 패킷

을 검증하는 셀 래퍼 , 착신 패킷을 셀로 분할하고, 발신 셀들을 패킷으로 재조립하는 프레임 래퍼, 각 착신 IP 패킷이 

정확한 검사합을 가지는지 검증하며, 새로운 검사합 및 발신 IP 패킷을 위한 길이를 계산하는 IP 래퍼, 및 각 착신 UD

P 패킷이 정확한 검사합, 길이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 새로운 검사합 및 각 발신 UDP 패킷을 위한 길이를 계산하는 

UDP 래퍼를 포함한다.

패턴 매칭은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에 대하여만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SRL (104) 는 프로토콜 래퍼로부

터의 제어정보 (EOF, DATA_EN, SOD 및 EOF) 를 이용하여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패킷의 워드들을 식별하며, 그 워

드들에 대해서만 패턴 매칭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본 발명의 실행자들에 의해, TCP 래퍼 등 부가적인 래퍼들을 구비할 수도 있다. TCP 래퍼는 검사

합을 판독 및 계산하여, 착신패킷들이 전송하려는 데이터 스트림과 동일한 연속적인 데이터의 스트림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TCP 래퍼는 동일 패킷의 중복 사본들이 도달한 데이터를 드랍시키며, 시퀀스가 틀린 패킷들을 재정리한다.

프로토콜 래퍼의 디자인 및 액션은 당해 기술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 컴

퓨터 공학부에서 2001년 6월에 발간된 F. Braun, J. W. Lockwood, 및 M. Waldvogel의 'Layered Protocol Wrappe

rs for Internet Packet Processing in Reconfigurable Hardware', Washington University technical Report WU-

CS-01-10 을 참조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 그 간행물이 참조로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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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데이터 패킷은 32 비트 워드의 스트림으로서 SRL에 도달한다. 또한, 진술되는 바와 같이, SRL (104) 은 각 워

드와 함께 4 비트의 제어 정보를 수신할 것이다. SRL (104) 이 재구성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 패턴을 조정하며, 스트

링이 그 데이터 패턴이 착신 워드 스트림에 존재하는 지로써 그 데이터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작된

다. 또한, 매칭 스트링이 착신 워드 스트림에서 검색되는 경우, SRL (104) 는 대체 스트링으로 조정되어 스트링 변형 

동작을 수행한다. SRL (104) 가 수행할 수 있는 변형 동작의 예들은, 직접 치환 (패킷 내의 매칭 스트링을 대체 스트

링으로 대체), 역치환 (패킷 내의 매칭 스트링을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 여기서 대체 스트링은 매칭을 유발시킨 패킷 

내에서 검색되는 실제 스트링을 포함), 및 보호 치환 (매칭을 발생시키는 패킷내의 스트링에 대하여 이전 또는 후속적

인 패킷 내에 존재하는 패킷으로부터 스트링을 부가 또는 삭제) 을 포함한 awk 기반의 변형 명령이다.

모듈 (100) 은 서로 직렬 연결된 복수 N 개의 SRL (104) 를 포함한다. 각 SRL은 다른 데이터 패턴 및 다른 변형명령

으로 키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서가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패턴을 위해 패킷을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패킷 프로세서의 능력이 매우 향상된다. 예를 들면, 3개의 다른 컴퓨터 바이러스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모듈 100이 3개 의 다른 SRL (104) 들을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은 컴퓨터 바이러스 중 서로 다

른 각 바이러스를 위해 디자인된 데이터 패턴으로 키잉된다. 임의의 SRL들이 그 패턴에 매칭하는 패킷 내의 스트링을

탐지했을 경우, SRL은 패킷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회로에서 관련 신호들을 나열한 표와 함께 SRL (104) 의 개략도가 도 5에 도시된다. SRL (104) 의 액션은 매칭 경로 

(110), 데이터 경로 (112) 및 제어기 (114) 사이에서 나누어진다. 매칭 경로 (110) 은 착신 데이터 스트림이 특정 데

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데이터 경로 (112) 는 착신 데이터 스트림을 출력하고, 

필요하다면 데이터 스트림을 특정 변형 동작에 따라 변형한다. 제어기 (114) 는 매칭 경로로부터 수신한 프로토콜 래

퍼 및 컨트롤 신호들로부터 컨트롤 비트를 사용하여, 매칭 경로 (110) 및 데이터 경로 (112) 모두의 액션을 코디네이

트하고 제어한다.

진술한 바와 같이, 매칭 경로 (110) 의 주 업무는 입력 스트림이 특정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

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매칭 버퍼 (MB) 는 프로토콜 래퍼로부터 35 비트 스트리밍 신호 (S1) 를 수신한다. 32비트

는 패킷의 워드가 되며, 3비트는 SOF 지시기, SOD 지시기 및 EOF 지시기가 된다. 바람직하게는, 착신 워드는 제어기

로부터 전송된 DATA_WR_ADD 신호 (CS1) 에 따라 식별되는 어드레스에 매칭 버퍼 (MB) 내의 상위 32비트에 저장

되며, 하위 3비트는 제어 비트로서 저장된다. 매칭 버퍼 (MB) 가 가득 차 있는 경우, 제어기는 CONGESTION 신호 (

CS10) 을 어서트하여 프로토콜 래퍼가 S1상에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통지한다. MB는 그 내부의 버

퍼된 워드들을 제어기 (114) 로부터 전송된 MB_RD_ADD 신호에 따라 특정된 어드레스에 출력한다. MB에 따라 출

력된 상위 32비트 (착신 패킷의 워드) (S2) 는 word-to-byte 변환기 (1,WBC1) 로 패스된다. 하위 3비트 (워드에 대

한 제어) 는 제어기가 그에 대응하는 32 비트 워드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어기로 패스 (S3) 된다

.

WBC1은 워드의 착신 스트림을 바이트의 발신 스트림으로 전환시킨다. 바람직하게 WBC1은 8비트를 하나로 하는 4

개의 입력 그룹을 가진 멀티플렉서이다. 각 입력 그룹은 MB로부터 출력된 32비트의 한 바이트일 수 있다. 제어기로

부터의 WBC1_SELECT 신호 (CS3) 은 워드의 어느 바이트가 WBC1의 출력 (S4) 에 패스되는지를 식별한다.

WBC1의 출력은 정규 표현 유한 상태기계 (REFSM) 에 의해 수신된다. REFSM은, 그 바이트 스트림이 키잉된 데이

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착신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패턴 매칭 상태기계이다. 

바람직하게 REFSM의 패턴 매칭 상태기계는 결정적 유한 오토마톤 (DFA) 으로 구비된다. REFSM은, 제어기가 REF

SM_ENABLE 신호를 어서트한 경우, WBC1으로부터 전송된 바이트를 프로세싱한다. 바람직하게는, 패킷의 페이로

드의 바이트가 S4에 존재할 경우에만 제어기가 REFSM_ENABLE 신호를 어서트한다.

바이트들을 프로세싱함에 따라서, REFSM은 현재 바이트가 매칭들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키잉된 것과 데이터 패턴을

매칭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 나타내는 출력 신호 REFSM_STATUS를 내보낸다. REFSM_STATUS는 RUNNING 

상태 (매칭할 수 있는 상태), RESETTING 상태 (매칭이 없는 경우), 또는 ACCEPTING 상태 (매칭 스트링이 발견된 

경우) 중에 하나를 표시할 수 있다. REFSM_STATUS는 REFSM의 현재 상태 및 다음 상태를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REFSM에 의해 처리되는 현재 바이트에 따라 결정된다. REFSM이 바이트를 프로세싱하며, 그 바이트가 데이터 패턴

을 매칭할 수 있는 스트링의 일부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즉, REFSM에 의해 보이는 스트링이 'abc', 현재 바이트가 'd'

그리고 데이터 패턴은 'abcde' 일 경우), REFSM_STATUS의 현재 및 다음 상태는 RUNNING일 것이다. 만일 그 RE

FSM이 데이터 패턴과 모두 매칭하는 스트링의 바이트를 처리한 경우 ('e' 바이트가 현재 도달한 경우) 에는, REFSM

_STATUS에 따라 식별된 다음상태는 ACCEPTING일 것이다. 그러나, 매칭 지시가 최장 매칭 지시일 경우, 반드시 A

CCEPTING 상태가 REFSM의 패턴 매칭 작업들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패턴이 정의되

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REFSM에 의해 프로세싱되어야 할 후속적인 바이트들은 데이터 패턴과 매칭할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RE 포맷에 따라 표현되는 데이터 패턴이 'abc*' 인 경우 (데이터 패턴이 'a' 후방에 'b'가 따라오며, 그 

후방에 하나 이상의 'c'가 따라온다는 의미), 한번 REFSM 이 'abc'의 바이트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면, 매칭이 발생하

며, REFSM은 ACCEPTING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바이트가 'c'인 경우에도 스트링 'abcc'가 데이터 패턴

을 만족시킨다. 그와 같이, ACCEPTING 상태에 있는 경우에 REFSM은 매칭을 계속하려는 후속 바이트를 위해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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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사용상태에 있어야 한다. REFSM 은 'c'가 아닌 바이트를 수신하여 프로세싱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매칭이 발생했

는지 알 수 없다.

REFSM_STATUS는, 그 현재 상태가 ACCEPTING이며 그 다음 상태가 RESETTING일 경우 (현재 바이트가 매칭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전 바이트들이 완전한 매칭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 인 완전한 매칭을 식별하게 해준다. 상기 

예에서 (RE 가 'abc*' 인 경우) 입력 스트링이 'abcccd' 인 경우, REFSM은 'a'를 프로세싱한 후 RUNNING을 시작하

고, 최초 'c'를 수신한 때, ACCEPTING이 시작되며, 마지막 'c'를 프로세싱한 때 매칭이 되고, 후속 'd'는 상태기계를 

RESET 상태를 유발한다.

REFSM은 REFSM_STATUS 신호 (CS5) 를 제어기 (114) 에 제공하여, 그 현재 상태 및 그 (현재 바이트에 따라 결

정되는) 다음 상태를 제어기에 통지한다. 제어기는 REFSM_STATUS 신호를 프로세싱하여 MB 워드 어드레스 및 완

전한 매칭의 최초 및 최후 바이트의 그 워드에서 바이트 위치를 결정한다. 도 7a 및 7b는 제어기가 이점에서 매칭 경

로 (11) 의 액션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단계 7.1 내지 7.7 은 패킷의 페이로드를 포함하는 매칭 버퍼 (MB) 내의 워드들과 관련된 제어 비트들을 프로세싱하

는 것을 다루고 있다. 단계 7.1에서는, MB_RD_ADD가 1과 동일하도록 설정된다. 그 후, 제어기는 MB_RD_ADD 를 

어서트 (단계 7.2) 하며, 그 어드레스에서 MB 내에 저장된 워드는 S2로서 출력되며, 그 워드와 결합된 컨트롤 비트가

S3으로 출력된다. 단계 7.3에서는, 제어기가 SOF 비트가 어서트되는 것을 체크한다. SOF 비트가 어서트되는 경우, 

곧 제어기는 MB_RD_ADD에서 MB에 저장된 워드가 패킷의 ATM 헤더라는 것을 알게 된다. 되돌아가서 도 6을 참조

하면, (만일 IP 헤더의 길이가 5 워드인 경우) UDP 헤더는 워드 위치 7 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REFSM이 단지 패킷

의 페이로드만을 프로 세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제어기는 MB_RD_ADD를 조정하여 UDP 헤더를 탐색하기 시작

(한번 UDP 헤더의 최초 워드가 검색되면, 페이로드의 최초 워드가 2 워드 위치 후에 잇다는 것이 알려짐) 한다. 따라

서, 단계 7.4에서는, 제어기가 MB_RD_ADD를 MB_RD_ADD신호와 동일하도록 설정하고, 단계 7.2로 되돌아간다.

그 이후, 다음 순환에서, 제어기는 단계 7.5에 도달하게 되고, 새로이 조정된 MB_RD_ADD신호에 따라 식별되는 로

케이션에서 MB에 저장된 워드와 관련된 SOD 비트를 체크한다. SOD 비트가 어서트된 경우, 곧 제어기가 MB내에서 

2 어드레스 후에 저장된 워드가 페이로드의 최초 워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SOD가 하이인 경우, 제어기는 MB

_RD_ADD를 MB_RD_ADD+2와 동일하게 설정 (단계 7.7) 하고, 단계 7.8에서 패턴 매칭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SOD

가 하이가 아닌 경우, 곧 제어기는 SOD 비트가 하이인 워드를 검색할 때까지 MB_RD_ADD를 증가 (단계 7.6) 시킨다

.

단계 7.8 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는 패턴 매칭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패킷 페이로드의 최초 워드가 MB로부터 출력되며

, REFSM_ENABLE 신호가 어서트된다. 다음으로, 단계 7.9에서는, 파라미터 BYTE_POS_IN가 1로 설정된다. 이 파

라미터는 WBC1의 출력에 패스된 S2에서 워드의 바이트를 식별하는데 이용된다. 제어기는 WBC_SELECT = BYTE

_POS_IN 을 어서트하며, 따라서, 현재 워드의 최초 바이트를 REFSM에 패스 (단계 7.10) 시킨다.

그 후, REFSM은 그 바이트를 프로세싱하며, 따라서, REFSM_STATUS 신호를 어서트한다. 제어기는 이 신호를 판

독 (단계 7.11) 한다. 다음으로, 단계 7.12에서는, 제어기는 REFSM_STATUS 신호가 REFSM의 현재 상태가 RUNNI

NG 상태인지 체크한다. 현재 상태가 RUNNING 인 경우, 제어기는 단계 7.13으로 진행하며, MB_RD_ADD 및 BYTE

_POS_IN 모두를 파라미터 BACK_PTR로서 저장한다. 거기서부터, 제어기는, 다음 바이트를 검색하는 프로세스를 시

작하여 프로세싱하는, 단계 7.20으로 진행하여 프로세싱한다. 파라미터 BACK_PTR은, REFSM의 현재 상태가 RUN

NING일 때까지 REFSM에 의해 프로세싱되는, 현재 바이트의 실행 표시이며, 그동안, BACK_PTR의 값은 동결된다. 

REFSM에서 플립플롭의 성질에 기인하여, REFSM_STATUS는, 가능한 매칭의 2번째 바이트가 도달할 때까지 현재 

상태를 RUNNING으로서 식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REFSM_STATUS가 현재 상태를 RUNNING로 식별하고, BACK

_PTR이 동결된 경우, BACK_PTR에 따라 식별되는 워드 및 바이트 위치는 가능한 매칭 스트링의 최초 바이트가 될 

것이다.

단계 7.12에서 제어기가, REFSM의 현재 상태가 RUNNING (현재 바이트가 매칭 스트링의 일부임을 의미) 이라는 것

을, REFSM_STATUS로부터 결정하면, 제어기는 단계 7.14로 진행하여 REFSM_STATUS 신호에 따라 식별되는 다

음 상태가 RESETTING 인지를 결정한다. 다음 상태가 RESETTING인 경우, 이는 현재 바이트가 매칭의 일부분이 아

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상태가 RESETTING가 아닌 경우, 제어기 (단계 7.15에서) 는 다음 상태가 ACCEPTING

인지를 결정한다. 다음 상태가 RESETTING 또는 ACCEPTING가 모두 아닌 경우, 이는 다음 상태가 여전히 RUNNI

NG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제어기는 단계 7.20으로 진행하여, 페이로드의 다음 바이트를 획득하기 위한 프로세

스를 뒤따른다.

단계 7.15에서 제어기가 다음 상태를 ACCEPTING로 결정하면, 이는 REFSM이 완전한 매칭을 검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도 매칭의 완전한 경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어기는, 현재 바이트의 워드 어드레스 및 바

이트 위치가 매칭의 최종 바이트의 워드 위치 및 바이트 위치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단계 7.16에서 제



공개특허 10-2005-0010816

- 10 -

어기는 MB_RD_ADD 및 BYTE_POS_IN을 ACCEPT_PTR로 저장한다. 따라서, 스텝 7.17에서 제어기는, 매칭이 발

생했으며, 단계 7.20으로 진행하여 다음 바이트를 얻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다음 바이트가 프로세싱되고, 스텝 7.14가 한번 다시 도달되면, 제어기는 REFSM_STATUS에 따라 식별되는 다음 

상태가 RESETTING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한다. 다음 상태가 RESETTING인 경우, 제어기는 제어기에 의해 이미 매

칭이 통지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단계 7.18로 진행한다. 매칭이 통지되지 않은 경우, 제어기는, BACK_PTR에 따라 식

별되는 바이트에서 시작하는 스트링이 데이터 패턴의 매칭이 아니라고,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제어기는, BACK_PT

R 다음의 어드레스에 저장된 바이트가 매칭 스트링의 시작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REFSM

이 바로 BACK_PTR 뒤의 바이트를 프로세싱하도록 MB_RD_ADD 및 BYTE_POS_IN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어기

는, MB_RD_ADD 및 BYTE_POS_IN 을 BACK_PTR 에 저장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그로부

터, 제어기는 단계 7.20으로 진행하여 다음 바이트를 획득한다.

그러나, 제어기가 단계 7.17에서 매칭이 발생된 것을 이미 표시한 예에서는, 제어기가 후속적으로 단계 7.18에 도달

한 경우 제어기가 단계 7.29로 진행시킬 것 이다. 단계 7.29에 도달한 경우, 이는 매칭 스트링의 완전한 경계가 REFS

M에 의해 프로세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바이트는, REFSM이 그 다음 상태를 RESETTING이 되도록 결정

하게 한다. 그러나, (그 로케이션이 ACCEPT_PTR에 따라 식별된) 이전 바이트는 매칭 스트링의 최종 바이트가 될 것

이다. 또한, BACK_PTR의 값은 매칭 스트링의 최초 바이트의 어드레스가 된다. 따라서, 제어기는 패킷 페이로드에서

최장 매칭 스트링의 최초 및 최종 바이트를 알게 된다. 단계 7.29에서는, 제어기는 FIFO A에서 BACK_PTR의 값을 S

TADD로서 저장 (도 5에서 CS6) 한다. 또한, 제어기는 FIFO B에서 ACCEPT_PTR의 값을 END_ADD로 저장 (도 5

에서 CS8) 한다. 다음으로, 단계 7.30에서 제어기는 그 매칭 기록을 삭제한다. 그 후, 단계 7.31에서 제어기는 MB_R

D_ADD 및 BYTE_POS_IN을 ACCEPT_PTR에 저장된 값으로 설정하며, 단계 7.20으로 진행하여 ACCEPT_PTR에 

따라 식별된 바이트를 바로 따르는 바이트가 프로세싱된다. 한번, START_ADD가 FIFO A 에 정렬되고, END_ADD

가 FIFO B에 정렬되면, 변형될 패킷에서 최장 매칭 스트링의 경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제어기는 발신 패킷을 적절하

게 변형할 수 있다.

단계 7.20으로부터 제어기는 다음 바이트를 획득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단계 7.20에서는, BYTE_POS_IN이 증

가되며, 단계 7.21에서 제어기는, BYTE_POS_IN이 4보다 큰지를 결정한다. 만일 BYTE_POS_IN이 4보다 크지 않다

면, 제어기는 WBC1의 입력 라인 상에 현재 워드의 다른 바이트가 프로세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제어기는 단계 7.10으로 되돌아가서 그 바이트를 프로세싱하는 것을 시작한다. 만일 BYTE_POS_IN이 4보다 크다면,

제어기는 현재 워드의 모든 바이트들이 프로세싱되었고, MB에서 다음 워드가 획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워드를 획득하기 전에, 제어기는 현재 워드를 위한 EOF 비트가 하이인지를 체크 (단계 7.22) 한다.

만일 EOF 비트가 하이라면, 이는 현재 워드가 페이로드의 최종 워드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패킷을 위한 패턴 

매칭 프로세스가 종료된다. REFSM_ENABLE이 언어서트되고, MB_RD_ADD가 MB_RD_ADD+3과 동일하게 설정

되어, 다음 패킷을 프로세싱하기 시작 (단계 7.27 및 단계 7.28) 한다. 또한, 패킷 페이로드의 최종 워드의 최종 바이

트가 완전한 매칭 조건이 나타나도록 하는 바이트인 경우, 제어기는 단계 7.18, 7.29 및 7.30과 병행하는 단계 7.24, 

7.25 및 7.26을 통해서 진행된다. EOF 비트가 하이가 아닌 경우, 이는 현재 워드가 페이로드의 최종 워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워드의 바이트는 REFSM을 통해 프로세싱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어기는 MB_RD_ADD 

(단계 7.23) 를 증가시키며, 단계 7.8로 되돌아가서 MB_RD_ADD에서 저장된 워드를 프로세싱하기 시작한다.

데이터 경로 (112) 의 주요한 임무는 착신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변형하는 것이다. 데이터 

경로에 대체 버퍼 (REPBUF) 는 각 매칭 스트링을 대체하여 데이터 스트림에 삽입되는 대체 스트링을 저장한다. REP

BUF 및 MUX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트링 대체 머신으로 동작한다. 패킷 프로세서 모듈이 최초로 생성된 경우, RE

PBUF에 저장된 대체 스트링이 사용자에 의해 공급된다.

데이터 버퍼 (DB) 는 MB가 수신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35비트 (S1) 를 수신할 것이다. 또한, 제어기는, MB에 대하

여 제어기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데이터 DATA_WR_ADD (CS1) 를 이용하여 DB로 워드의 기입을 제어

할 것이다. DB 및 MB는 동일한 버퍼가 될 것이다. 제어기는 DB_RD_ADD 신호 (CS11) 를 사용하여 워드가 DB로부

터 판독되도록 제어한다.

word-to-byte 변환기 (2) (WBC2) 는 WBC1이 동작하는 것과 같이 동작하며, 착신 32비트 워드 (S7) 을 4바이트로 

분할하며, WBC2_SELECT 신호 (CS12) 에 따라서 그 바이트들을 WBC2의 출력으로 패스된다. 신호 (S6) 는 어드레

스 DB_RD_ADD에서의 DB로부터 판독된 워드와 관련되는 3개의 제어비트를 운반한다.

임의의 바이트는 매칭 경로가, 그 바이트가 매칭 스트링의 일부인지를 그때까지 결정하기 전까지, 데이터 패스로부터

출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도 8은 이 보호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나타낸다. DB_RD_ADD 및 BYTE_POS_OUT이

이 초기화 (단계 8.1 및 8.2) 된 후에, 제어기는 BACK_PTR에 저장된 MB_RD_ADD와 DB_RD_ADD를 비교한다. 그 

제어기는 그 워드의 어드레스가 BACK_PTR에 저장된 MB_RD_ADD와 같거나 클 경우, DB로부터 워드를 판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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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 경우, 제어기는 BACK_PTR에 MB_RD_ADD가 DB_RD_ADD를 초과하게 될 때까지 대기한다. DB_RD_A

DD가 BACK_PTR에 MB_RD_ADD 미만이 되는 경우, 제어기는 단계 8.4를 수행하고, 매칭 경로가 매칭을 검색했는

지 (FIFO이 비었는지) 체크한다. 매칭 경로에 의해 매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제어기는 단계 8.6 부터 단계 8.11 까

지를 따라서, 그 워드의 바이트를 출력한다.

단계 8.6에서는, DB_RD_ADD가 어서트되고, 그에 의해 그 어드레스에서 DB에 저장된 워드를 WBC2 (S7) 로 패스된

다. 단계 8.7에서는, WBC_2SELECT는 BYTE_POS_OUT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BYTE_POS_OUT에 따라 식별된 

바이트가 WBC2 출력 (S9) 에 패스되도록 한다. 그 후, 단계 8.8에서는, MUX_SELECT가 어서트되어, WBC2의 출력

이 MUX (S10) 의 출력에 패스된다. 그 후, 제어기는 BYTE_POS_OUT를 증가시키며, 현재 워드의 각 바이트가 MUX

를 패스할 때까지 단계 8.7 부터 단계 8.11까지를 반복한다. 모든 바이트들이 MUX를 패스하면, DB_RD_ADD는 증가

(단계 8.11) 되며, 제어기는 단계 8.2로 되돌아간다.

단계 8.4가, FIFOA에 대기된 START_ADD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곧 제어기는 FIFOA의 헤드에서 START_

ADD에 저장된 MB_RD_ADD와 DB_RD_ADD를 비교 (단계 8.5) 한다. DB_RD_ADD가 START_ADD에 저장된 MB_

RD_ADD보다 작은 경우, DB_RD_ADD가 매칭 스트링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 8.6에서 단계 8.11까지가 뒤따

른다. 그러나, DB_RD_ADD가 대기열 해제된 START_ADD에 저장된 MB_RD_ADD와 동일한 경우, 제어기는 다음으

로 현재 워드 (DB_RD_ADD에 워드) 의 바이트가 매칭 스트링의 시작 바이트란 것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 단계 8.13 (START_ADD가 단계 8.12에서 FIFOA로부터 대기열 해제된 후) 에서는, 제어기는 START_ADD에 저

장된 BYTE_POS_IN과 BYTE_POS_OUT을 비교한다. BYTE_POS_OUT이 START_ADD에 저장된 BYTE_POS_IN

과 동일하지 않다면, 그 바이트는 매칭스트링의 일부가 아니며, 제어기가 단계 8.14부터 8.16까지를 뒤따라서 그 바

이트를 MUX 출력에 패스된다. 단계 8.14부터 8.16까지는 단계 8.7에서 8.9까지와 평행한다. 결국, 제어기가 단계 8.

13으로 되돌아올 때, BYTE_POS_OUT은 대기열 해제된 START_ADD에 저장된 BYTE_POS_IN과 매칭된다. 이것

이 발생되면, 제어기는 단계 8.14에서 스트링 대체 프로세스를 초기화한다.

단계 8.17에서는, 제어기는 REPBUF_ENABLE (CS13) 을 어서트하며, MUX_SELECT를 어서트하여 대체 버퍼 (RE

PBUF) 의 출력 (S8) 이 MUX 출력에 패스되도록 한다. REPBUF가 인에이블 (enable) 되면, 그 안에 저장된 대체 스

트링의 바이트 출력을 시작한다. MUX_SELECT가 어서트되어 S8이 MUX 출력에 패스되기 때문에, 데이터 경로는 R

EPBUF에 저장된 대체 스트링을 삽입한다. 대체 스트링을 매칭 스트링보다는 MUX 출력에 패스됨으로써, 데이터 경

로는 데이터 스트림에 매칭 스트링을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한다. 도 9는 REPBUF의 액션을 나타낸다.

REPBUF는 대체 스트링의 바이트를 저장하는 어레이를 가진다. 포인터 ARRAY_RD_ADD는 대체 스트링의 어떤 바

이트가 출력되는지를 식별한다. ARRAY_WR_ADD가 단계 9.1에서 초기화된 후에, REPBUF는 제어기로부터 REPB

UF_ENABLE 신호를 체크한다 (단계 9.2). 한번, REPBUF_ENABLE이 수신되면, REPBUF는 ARRAY_RD_ADD에 

저장된 바이트를 출력한다. 단계 9.3에서는, REPBUF는 ARRAY_RD_ADD가 대체 스트링의 최종 바이트를 가리키고

있는지 체크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ARRAY_RD_ADD는 증가되고, 다음 바이트가 출력 (단계 9.6에서 9.3으로 되

돌아감) 된다. ARRAY_RD_ADD가 대체 스트링의 최종 바이트에 도달하면, REPBUF_DONE (CS14) 가 어서트되어, 

모든 대체 스트링이 출력 (9.5) 되었다는 것을 제어기에 통지 (단계 9.5) 하며, ARRAY_RD_ADD는 초기값으로 리셋

된다.

도 8로 되돌아가서, REPBUF_ENABLE가 어서트되고, MUX_SELECT가 어서트되어 S8을 S10에 패스된 후에, 제어

기는 REPBUF로부터 REPBUF_DONE 신호를 기다린다 (단계 8.19). 한번 REPBUF_DONE가 수신되면, 제어기는 

다음 바이트가 데이터 경로를 패스하도록 결정한다. 이 다음 바이트는 매칭 스트링의 최종 바이트를 직접 뒤따르는 

바이트일 것이다. 제어기는 FIFOB의 헤드로부터 END_ADD를 대기열 방출함에 의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며 (단계 8.

20), DB_RD_ADD 및 BYTE_POS_OUT을 END_ADD에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단계 8.21), 다시 단계 8.3으로 

리턴한다.

한번 MUX (S10) 에서 나가고 있는 바이트들의 스트림들이 워드 스트림으로 전환되었다면, SRL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byte-to-word 변환기 (BWC) 가 이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도 10은 BWC의 액션을 나타낸다. 제어기는 BWC

의 액션을 BWC_ENABLE 신호 (CS16) 와 함께 제어한다. BWC내의 카운터는 수신된 각 바이트를 추적한다. 그 카

운터는 0으로 초기화된다 (단계 10.1). 또한, BWC는 얼마나 많은 패딩 바이트들이 워드를 완료하는데 필요한지 추적

한다. 예를 들어, BWC에 의해 어셈블리된 워드가 페이로드의 최종 워드이며 그 워드를 위한 단지 2개의 바이트가 수

신된다면, BWC에 대해 2개의 패딩 바이트가 워드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파라미터 PADDING_COUNT

는 워드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바이트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행 표현으로써 이용된다. 단계 10.2에서 PA

DDING_COUNT는 (4-카운터) 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스텝 10.3에서 BWC는 제어기가 BWC_ENABLE 신호를 어서

트했는지에 대해 체크한다. 어서트되었다면, BWC는 MUX출력으로부터 바이트를 수신한다 (또는, 제어기로부터 S12

를 통해 패딩 바이트를 수신하는 것도 가능) (단계 10.4). 단계 10.5에서 BWC는, 카운터가 3과 동일한지 체크한다. 

그 카운터가 3과 동일할 경우, BWC가, 수신된 현재의 바이트가 그 워드의 최종 바이트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경우, 

BWC에 의해 저장될 현재 바이트 및 다른 3바이트가 BWC 출력 (S11) 에 32비트 워드로써 패스된다 (단계 10.6). 또

한, 그 워드의 바이트 중 어떤 것도 패딩 바이트가 될 것이 아니므로, PADDING_COUNT 는 0과 동일할 것이다.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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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PADDING_COUNT 신호 (CS17) 를 제어기에 제공하여, 제어기는 패딩 바이트가 신호 (S12) 를 통하여 BWC에 

패스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단계 10.6에서는, BWC는 단계 1로 리턴하며, 카운터를 리셋한다.

단계 10.5에서 카운트가 3과 같지 않다면, 단계 10.7에서 BWC는, BWC_ADD가 카운터 값과 동일한 내부 어드레스 

BWC_ADD에 수신된 바이트를 저장한다. 그 후, 카운터는 증가되며 (단계 10.8), BWC는 단계 2로 리턴한다.

도 11은 제어기가 BWC로부터의 PADDING_COUNT 신호를 프로세싱하여, 패딩 바이트가 BWC에 제공되는데 필요

한 방법을 결정한다. 단계 11.1에서는, 제어기가 BWC로부터 PADDING_COUNT를 수신하고, 단계 11.2에서는, 제

어기는 파라미터 TRACK_PADDING를 PADDING_COUNT와 동일하도록 설정한다. 그 후, 제어기는 BWC에 의해 

형성된 워드가 패킷 페이로드의 최종 워드일 것인지를 체크한다. 대체 프로세스로 인하여, 페이로드의 바이트 길이는

변형되고, 이는 패딩 바이트들이 페이로드의 마지막 워드를 완성시키도록 이용되는데 대한 필요를 유발시킬 수 있다.

만일 형성된 워드가 페이로드의 최종 워드라면, 단계11.4에서는, 제어기는 TRACK_PADDING가 0보다 큰지를 체크

한다. 크다면, 패딩 바이트는 단계 11.5에서 BWC (S12) 로 전송되고, TRACK_PADDING는 감소되며 (단계 11.6), 

제어기는 단계 11.4로 리턴한다. 단계 11.4가 TRACK_PADDING이 0과 동일하도록 감소를 유발하였다면, 어떤 패딩

바이트도 필요하지 않으며 제어기는 단계 11.1로 리턴한다.

또한, 스트링 대체 프로세스는 패킷에 대하여 헤더 및 종단부를 변형시켜야할 필요를 유발할 수 있다. 제어기는 헤더 

및 종단부에 대하여 필수적인 변형들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S11을 통하여 BWC에 존재하는 워드들은 결과로서 

생기는 출력을 위하여 프로토콜 래퍼 (102) 에 패스된다. 발신 워드용 제어 비트들은 제어기에 의해 신호 S13으로써 

어서트되며, 프로토콜 래퍼 (102) 에 패스된다.

패킷 프로세싱 모듈이 설명되었으므로, 관심방향을 실시되는 하드웨어로 돌려서 설명한다. 패킷 프로세서를 위한 바

람직한 플랫폼은 워싱턴 대학의 필드-프로그래밍가능 포트 확장기 (FPX) 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대체적인 플랫폼 

상에서도 수행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서로 다른 모듈들을 가진 PLD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한 서포팅 디바이

스들을 가진 PLD를 포함한다는, 것을 미리 정한다.

FPX 플랫폼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2월 11-12일, Monterey, CA에

서 개최된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관한 (FPGA 2001) 의 Lockwood, John 등의 'Reprogramma

ble Network Packet Processing on the Field Programmable Port Extender (FPX)', 2001년 7월 12-14일 Long 

Beach, CA에서 개최된 NASA/DoD Workshop on Evolvable Hardware(EHW'01) 의 Lockwood, John의 'Evolvabl

e Internet Hardware Platforms', pp. 271-279, 및 2001년 2월 11-12일, Monterey, CA에서 개최된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 관한 (FPGA 2001) 의 Lockwood, John 등의 'Field Programmable Port Extender (

FPX) for Distributed Routing amp; Queuing', pp. 137-144 를 참조하며, 여기에 그 개시물들을 참조로서 포함한다.

FPX의 도면이 도 12에 나타난다. FPX의 주요 구성요소는 재프로그래밍가능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122) 및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NID,124) 이다.

RAD (122) 는 FPGA 이다. 바람직한 FPGA는 San Jose, CA의 Xilinx 사에서 제조된 Xilinx XCV 100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싱 모듈을 다루기에 충분한 게이트들을 가진 어떤 FPGA라도 적합할 것이다. 도 3 내지 11과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패킷 프로세싱 모듈은 RAD (122) 로 프로그램될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RAD (

122) 가 2개의 모듈들로 프로그램될 수 있는데, 하나는 착신 트래픽을 다루기 위한 것 (라인카드로 부터 스위치로 전

송하는 데이터) 이며, 하나는 발신 트래픽을 다루기 위한 것 (스위치로부터 역으로 라인카드로 전송하는 데이터) 이다

. 진입 및 퇴출하는 프로세싱을 위해, 한 세트의 SRAM 및 SDRAM이 도달하는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데 이용되며, 다

른 SRAM 및 SDRAM이 출발하는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RAD (122) 는 FPGA 상의 게이트의 수

에 따라서 임의의 모듈의 수로 구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NID (124) 는 RAD를 인식하는 것 및 착신 트래픽 (스위치 또는 라인카드에 전송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을 적

절한 출력에 라우팅하는 것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접속시킨다. 또한, NID가 바람직하게 FPGA이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NID (124) 의 다른 작업은 그 RAD의 프로그래밍을 제어하는 것이다. 재구성 디바이스가 구성 정보를 

패킷 프로세서로 전송하여 패킷 검색기를 새 모듈로 재프로그래밍할 때, NID (124) 는, 그 내부에 구성정보가 상주하

는 패킷에 재구성 정보가 포함하는 헤더를 판독한 구성 정보에 의해서, 구성정보를 인식할 것이다. NID가 구성정보를

수신하면, 구성 정보는 SRAM (126) 을 프로그래밍하는 RAD에 저장된다. NID가 SRAM (126) 을 프로그래밍하는 R

AD내의 정보를 모두 저장하면, NID는 NID가 SRAM (126) 에 저장된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모듈로 RAD를 재

프로그래밍하도록 지시하는 재구성 디바이스로부터의 RAD 프로그래밍 명령 패킷을 위해 대기한다. 명령 패킷을 수

신하게 되면, NID는 SRAM (126) 으로부터 구성정보를 판독하고 FPGA의 이를 재구성 포트들에 기입함으로써 RAD

로 구성정보를 로드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기에 바람직한 또 다른 FPX의 특징은, RAD가 존재하고 있는 모듈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동안에

도 FPX가 RAD를 부분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FPX는, 단지 RAD상의 일부 로직만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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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령어들이 프로그래밍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하는 구성 스트림을 허용함으로써, RAD의 부분적인 재프로그래

밍을 지원한다. 디바이스를 다시 초기화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 대신에, NID는 RAD의 재프로그래밍 포트에 구성정보

의 프레임을 기록한다. 따라서, RAD상에 현존하는 모듈은 부분적인 구성을 하는 동안, 패킷들을 프로세싱 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재구성 디바이스의 개략도가 도 13에 나타난다. 재구성 디바이스의 주요 구성요소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수신하여, 그로부터 패킷 프로세서를 재프로그래밍하는데 사용되는 구성정보를 생성시키는 컴파일러 및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프로세서에 구성 정보를 통신시키는 송신기이다. 바람직하게는, 재구성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범

용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며, 거기서, 컴파일러는 범용 컴퓨터 상에 상주하는 소프트웨어이며, 또한, 송신기는 범용 컴

퓨터 상에 상주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대체적인 구현예들은 당업자들에게 이미 인식되어 있

다.

본 발명의 컴파일러는 사용자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재프로그래밍가능 패킷 프로세서를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

주는 강력한 툴이다. 사용자가 해야할 것은 단지 컴파일러에 데이터 패턴 및 액션 명령을 제공하는 것뿐이며, 컴파일

러는, 모듈을 디자인하고 패킷 프로세서 내에 그 모듈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정보를 형성하는 집중적인

작업들을 자동화한다. 이 간소화된 프로세스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지 않은 고속 패킷 검색기를 재프로그래밍하

는데 유연성을 제공한다.

컴파일러는, 입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1) 패킷들을 검색할 데이터 패턴을 정의하는 정규 표현 및 (2) 매칭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패킷이 발견된 경우에 패킷 프로세서가 응답하는 방법을 규정한 액션 명령의 2개의 아이템을 수신한다. 

이 입력 정보로부터, 컴파일러는 도 5의 두개의 동적구성요소 - 패턴 매칭 상태기계 (REFSM) 및 대체 버퍼 (REPBU

F) 를 발생시킨다. REFSM은 적용되는 데이터들이 사용자가 규정한 데이터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조

정되며, 액션 명령이 스트링 대체 동작으로 규정되는 경우, REPBUF가 사용자에 의해 규정된 스트링 대체 명령에 따

라 제어기에 의해 활성화된 때, 대체 스트링을 출력하도록 조정된다.

또한, 컴파일러는 메모리 (프로토콜 래퍼, 한 쌍의 워드 버퍼 (MB 및 DB), word-to-byte 변환기 (WBC1 및 WBC2),

컴파일러, MUX, 및 word-to-byte 변환기 (WBC)) 에 저장된 도 3 내지 5의 정적인 구성요소의 VHDL 표현을 검색

한다. 컴파일러는 동적으로 형성된 구성요소를 정적 구성요소로 통합하여, 패킷 프로세서 모듈의 로직 표현 (바람직

하게는 VHDL 표현) 을 형성한다. 당해 기술 분야에서 이용가능한 FPGA 합성 툴들은 모듈의 VHDL 표현을 FPGA를

그 모듈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비트맵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 모듈의 비트맵은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프로세서로 전송되는 구성정보로서 기능한다.

송신기는 구성정보를 패킷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프로세서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로 행하

는 데이터의 패킷화는 당해 기술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여기서 반복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송신기가 패

킷 프로세서가 그 패킷들을 구성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써 인식하도록 해주는 (따라서, 패킷 프로세서가 자체로 그 

구성정보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정보를 담고 있는 패킷들의 헤더 내에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알아야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컴파일러의 액션을 나타낸다. 단계 14.1에서는, 컴파일러가 사용자로부터 N 라인의 입력을 수신

한다. 이 입력은 키보드 등의 입력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신한 것이거나, 또는 부가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신한 것일 수도 있다. 각 라인 K의 입력은 서로 다른 데이터 패턴 및 액션 명령을 규

정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 입력은 RE 및 awk 포맷에서 제공된다. 사용자가 컴파일러에 제공할 수 있는 입력 예

가 부록 A에 포함된다. 부록 A에 나타낸 예는 그 안의 (RE에 의해 정의된) 데이터 패턴이 't.*t'이며, 대체 스트링은 't

his is a test' 인 탐색 및 대체 동작이다. 컴파일러는, 패킷 내에서 패턴 't.*t'와 매칭하는 스트링을 탐지하고 그 스트

링을 'this is a test'로 대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모듈을 정의하는 이 입력으로부터 구성정보를 생성시킨다.

BuildApp라 불리는 고레벨 스크립트가 컴파일러에 의해 실행되어, 구성정보의 생성이 시작된다. 또한, BuildApp를 

위한 코드가 부록 A에 포함된다. 단계 14.2 부터 단계 14.10 까지는 BuildApp에 의해 수행된다. 단계 14.2에서 인덱

스 k가 1로 초기화된 후, 컴파일러는 패턴 매칭 상태기계 (REFSM) 및 스트링 대체 머신 (REPBUF) 을 생성시키는데

착수한다.

REFSM의 자동화 생성에서 본 발명에 의해 이용되는 중요한 툴은 어휘 분석 발생기이다. 어휘 분석 발생기는, 정규 

표현을 수신하도록 실행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입력 스트림이 정규 표현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로직 표현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툴이다. 어휘 분석 발생기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본 발명자들은 여기에 JLex로서 알려져 있는 어휘 분

석 발생기가 본 발명에 관련하여 이용하는데 우수한 어휘 분석 발생기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JLex는 Elliot Joel Berk

에 의해 개발된 공개 이용가능 소프트웨어이며, 웹사이트 http://www. cs. princeton.edu/-appel/modern/java/JLe

x/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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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4.3에서는 컴파일러는 사용자 입력의 라인 k를 어휘 분석 발생기의 로직 표현을 생성하기 위해 어휘 분석 발생

기에 의해 판독가능한 포맷으로 변형한다. 바람직하게는, JLex가 어휘 분석기로서 사용될 경우, 단계 14.3이 입력의 

라인 k를 JLex에 따라 사용되는 포맷으로 변환하도록 동작한다. CreateRegEx라는 스크립트가 BuildApp에 의해 호

출되어 이 작업을 수행한다. CreateRegEx를 위한 코드가 부록 A에 포함된다. 또한, 부록 A는 RE 입력이 't.*t'인 상

기 예시를 위한 CreateRegEx의 출력을 포함한다.

단계 14.4에서는, 어휘 분석 발생기가 사용자 입력의 라인 k에서 검색된 정규표현에 따라 정의되는 데이터 패턴으로 

조정된 패턴 매칭 상태기계 (REFSM) 의 표현을 생성하도록 실행된다. JLex가 어휘 분석 발생기로서 사용될 경우, JL

ex는 REFSM의 자바 표현을 생성한다. 부록 A는 예시적인 RE 't.*t'를 위한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자바표현을 포함한

다.

따라서 단계 14.5에서는, REFSM의 자바표현을 패턴매칭 상태기계의 VHDL 표현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액

션이 필요하다. StateGen이라는 스크립트는 JLex출력 (jlex_in.java) 을 파싱하여 패턴매칭 상태기계의 VHDL 표현

을 생성한 다. 또한, StateGen도 부록 A에 포함되어 있다. StateGen에 의해 생성된 VHDL 엔터티 (entity) 은 RegEx

_FSMk.vhd (여기서, k는 REFSM이 생성된 곳으로부터의 사용자 입력의 라인) 으로 저장되어 있다. 또한, 부록 A는 

RE가 't.*t'인 예시로부터 형성된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VHDL 코드를 포함한다.

단계 14.6에서는, 컴파일러가 대체 버퍼 (REPBUF) 의 VHDL표현을 사용자 입력의 라인 k로부터 발생시킨다. Repla

ceBufGen라는 스크립트 (부록 A참조) 가 대체 버퍼의 생성을 제어한다. 대체 버퍼의 VHDL표현 은 도8에 관하여 설

명된 바와 같이 동작한다. 또한, 부록 A는 대체 스트링이 'this is a test'인 상기 예에서 REPBUF를 위한 VHDL 코드

를 포함한다.

사용자 입력의 k=1 인 라인을 위한 동적구성요소가 생성된 후, 단계 14.7에서는, 컴파일러가 입력의 또 다른 라인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만일, 다른 라인이 있다면, 컴파일러가 단계 14.8을 진행하여 k를 증가시키며, 단계 14.3으로부터

단계 14.6까지로 다시 되돌아간다. 한번 동적구성요소들이 사용자 입력의 모든 라인 N에 대하여 생성되면, 컴파일러

는 모든 N개의 REFSM 및 N개의 REPBUF에 대한 VHDL 표현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단계 14.9에서는, 컴파일러가 BuildApp 스크립트를 통하여 배선 및 모든 탐색 및 대체 로직 (SRL) 의 정적

구성요소와 동적구성요소 사이를 패스하는 신호들을 정의한다. SRL의 정적 구성요소들의 VHDL 표현들은 컴파일러

에 의해 엑세스가능한 메모리에 저장된다. 부록 A는 정적 구성요소들 ((제어기 및 word-to-byte 변환기 및 MUX를 

포함한) controller. vhd, (워드 버퍼를 포함하는) character. buf. vhd, 및 (word-to-byte 변환기를 정의하는) wrdbl

dr. vhd ) 을 위한 VHDL 코드를 포함한다. SRL 서브모듈의 VHDL 표현은 부록 A의 RegEx_App. vhd로서 리스트되

어 있다. 또한, 컴파일러는 BuildApp를 통해서 배선 및 여러 래퍼들과 SRL 사이를 패스하는 신호들을 정의하여, 패킷

검색 모듈의VHDL 표현을 생성한다. 래퍼들을 위한 VHDL코드도 역시 컴파일러에 의해 엑세스가능한 메모리에 저장

된다. 부록 A는 래퍼들을 위한 VHDL 코드를 포함하며, 부록 A는 패킷 검색 모듈용 결과 VHDL 코드 (regex_modul

e.vhd) 를 포함한다.

그 후, 단계 14.10에서는, 컴파일러가 BuildApp를 통해 모듈의 모든 동적구성요소 및 정적 구성요소의 VHDL표현을 

위한 파일 이름들의 리스트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한다. BuildApp는 MakeProject라는 스크립트를 호출

하여 이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MakeProject도 부록 A에 포함되며, 그 출력 파일은 RegEx_App.prj이다.

또한, 단계 14.11에서는, 컴파일러가 프로젝트 파일에 리스트된 구성요소들을 합성하여, 모듈의 백엔드 표현을 생성

한다.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된 합성 툴 (synthesis tool) 들이 이 작업을 위해 사용되며, 본 발명자들은 Sunnyvale, C

A에 위치한 Synplicity, Inc의 합성 툴 Synplicity Synplify Pro가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Synplicity Synplify Pr

o는 온라인을 통해 http://www. synplicity. com에 의해 이용가능하다. 합성 툴에 의해 생성된 백엔드 모듈 표현은 

재프로그래밍가능 하드웨어 (바람직하게는, Xilinx 백엔드 변환 툴 등의 FPGA 변환 툴) 를 위한 백엔드 변환 툴을 제

공하여, 패킷 검색 모듈을 재프로그래밍가능 하드웨어 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비트맵을 생성시킨다. 이

비트맵은 패킷 검색기의 PLD로 프로그래밍된 모듈을 정의하는 구성 정보이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검

색기로 전송될 수 있다.

상기에서 본 발명이 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여전히 본 발명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그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업자들에 의해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은 그 환경이 컴퓨터 네트워크이며, 그 프로세싱하는 데이터 스트림은 네

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의 스트림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그 경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본 발

명의 패킷 프로세싱 시스템은 임의의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그 소스는 문제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은 디스크 드라이브, 테이프 드라이브, 무선 패킷, 위성 수신기, 광섬유 케이블, 또는 기타 그러

한 미디어들 등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판독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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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킷 프로세싱 모듈에 의해 사용되는 SRL은 단일 REFSM이 페이로드 바이트들을 검색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SRL의 액션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각각 동일한 데이터 패턴이 입력된 복수의 REFSM이 병렬적으

로 실행될 수도 있다. 도 13은 SRL의 매칭 경로 (110) 가 REFSM들을 병렬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다

. 각 REFSM들은 다른 바이트로부터 출발하는 바 이트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바이트 스트림 {B 

1 , B 2 , …, B N , …, B M } 에 대하여, 제어기가 MB_RD_ADD (1) 및 WBC_SELECE1 (1) 을 활성화시켜서 그 바

이트 스트림 {B 1 , B 2 , …, B N , …, B M } 이 REFSM (1) 을 제공하며, 제어기가 MB_RD_ADD (2) 및 WBC_SE

LECE1 (2) 을 활성화시켜서 그 바이트 스트림 {B 2 , …, B M } 이 REFSM (2) 을 제공하고, 제어기가 MB_RD_ADD

(3) 및 WBC_SELECE1 (3) 을 활성화시켜서 그 바이트 스트림 {B 3 , …, B M } 이 REFSM (3) 을 제공하며, N REF

SM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 구성에서는, 다른 REFSM이 이미 바이트 2에서 출발하는 잠재적인 매칭 스트링을 프

로세싱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 1에서 출발하는 매칭하지 않는 스트링을 프로세싱하는 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 

제어기는 2 이상의 REFSM이 매칭을 탐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EFSM (1) 이 스트링 

{B 1 , B 2 , …, B M } 에서 매칭을 발견하였으며, REFSM (2) 이 스트링 {B 2 , B 3 ,…, B 6 } 에서 매칭을 발견한 

경우, 제어기는 가장 긴 매칭 스트링 (즉, B 1 , B 2 , …, B 6 ) 을 선택하도록 디자인 될 수 있다.

또한, 도 15의 각 병렬 REFSM은 서로 다른 데이터 패턴으로 키잉될 수 있다. 동일한 바이트 스트림이 각 REFSM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어기는 각 REFSM_STATUS 신호를 프로세싱하여, 어떤 데이터 패턴들이 데이터 스트림 내에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앞에서는, 매칭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라 수행되는 액션이 직접 대체 동 작인 경우의 패킷 프로세서 대하여 설명

하였다. 그러나, 아주 다양한 부가적인 액션도 쉽게 실행될 수 있다. 매칭 스트링을 대체하는 대신에, 프로세서는, 프

로세싱 모듈로부터 그러한 패킷을 출력하지 않음으로써 매칭스트링을 포함하는 패킷을 드랍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

다. 또한, 프로세싱 로직의 데이터 경로는 매칭 스트링이 검색된 경우, 관련 파티에 신청하도록 통지 패킷을 출력하도

록 구성될 수도 있다. 그런 통지 패킷은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패킷의 카피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본 발명은 패킷 

프로세서가 매칭이 발생한 것을 식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스트링이 매칭된 데이터 패턴뿐만 아니라 그 매칭 스트

링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정보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적합한 신호들이 

데이터 스트림의 내용을 모니터하는 통계 유지 디바이스에 패스된다.

또한, 직접 대체 동작 대신에 역치환 액션이 바람직한 경우 (역치환 액션에서는, 대체 스트링이 매칭 스트링의 적어도

하나의 카피를 포함한다), 도 8의 알고리즘은 도 16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 도 16은 도 8에서 단계 8.17로부터 속개

된다. 역치환에서는, 대체 스트링은 매칭 스트링이 데이터 스트림으로 삽입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바이트를 포함할 

것이다. 이 바이트가 REPBUF로부터 출력되는 경우, 제어기는 REPBUF를 동결시키고, 판독하여 매칭 스트링을 DB

로부터 WBC2를 거쳐 MUX 출력까지 패스한다. 한번 매칭 스트링이 데이터 스트림에 삽입되면, 제어기는 REPBUF

를 재활성화 시켜서, 대체 스트링의 출력을 계속한다.

또한, SRL (104) 의 매칭 경로는 WBC1의 출력과 REFSM의 입력 사이에 케이스 변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케이스 인

센서티비티 (insensitivity) (대문자가 소문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 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 케이스 변환기는 각

착신 바이트를 REFSM이 조정된 데이터 패턴의 케이스와 매칭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케이스 (모두 대문자 또는 모두 

소문자) 로 변환시킨다. 예를 들어, 케이스 인센서티비티가 요구되며, REFSM이 모두 대문자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

패턴으로 조정된 경우, 케이스 변환기는 스트림 'abcDefghIJKlm'을 'ABCDEFGHIJKLM'로 전환시킨다.

또, 상기에서는, 패킷 프로세서는 라인카드 및 패킷 스위치에 접속되는 FPX상의 자립형 디바이스로 수행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업자들은 그 재프로그래밍가능 패킷 프로세서가 임의의 네트워크 프로세싱 디바이스 (패킷 스

위치 등) 의 내부 구성 요소로서 수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프로세서는 인터넷 또는 다양한 근거리 통신망 (LAN) 등의 모든 방식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사

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킷 프로세서는 무선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무선 네트워크로 패킷 프로세서를 합치는 무선 

송수신기 (무선 송수신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에 설치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대한 이들 변형 및 다른 변형들은 여기에 설명된 리뷰로부터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완전한 범위는 전술한 명세서, 첨부 도면들 및 부록을 고려하여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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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으로서,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1)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재정의가능한 데이터 패턴에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2)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상기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

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재정의가능 액션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통하여 프로세싱하기 위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서; 및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와 통신하여 재정의된 데이터 패턴 및 재정의된 액션으로 구성된 그룹 중 적어도 하나로 상기 P

LD를 재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재구성 디바이스를 구비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의가능한 액션은 데이터 변형 동작이며, 상기 PLD는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데이터 

스트림의 적어도 일부분을 변형함으로써 상기 데이터 변형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

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변형 동작은 스트링 대체 동작이며,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은 재정의가능한 대체 스트링을 구비하며, 상

기 PLD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상기 대체 스트링으로 매칭 스트링을 대체함으로써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을 수행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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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PLD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최장 매칭 스트링을 상기 대체 스트림으로 대체함으로써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

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수신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컴

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들의 스트림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트림 내의 각 패킷은 페이로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PLD는 임의의 상기 수신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재구성 디바이스는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와 통신하며,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

하여 상기 PLD를 재프로그래밍하도록 더 동작할 수 있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재구성 디바이스는,

데이터 패턴 및 대체 스트링을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재구성 입력;

(1) 상기 수신되는 데이터 패턴 및 상기 수신되는 대체 스트링으로부터 상기 PLD에 프로그래밍되어 질 때에 동작할 

수 있는 모듈을 생성하여 이용되는 패킷의 페이로드가 상기 데이터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 내부에서 

매칭 스트링이 발견되는 경우에 상기 매칭 스트링을 상기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2) 상기 생성된 모듈로 

상기 PLD를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정보를 상기 생성된 모듈로부터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컴파

일러; 및,

상기 PLD를 상기 모듈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상기 구성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로 통

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송신기를 구비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PLD 및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상기 구성 정보를 상기 송신기로부터 수신

하여 상기 수신된 구성 정보에 의해 상기 PLD를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디바이스를 더 구비하

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재구성 입력은 상기 데이터 패턴을 정규 표현 포맷으로 수신하도록 더 구성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수신되는 데이터 패턴을 어휘 분석 발생기를 통하여 프로세싱함으로써 상기 모듈을 부분적으

로 생성하여, 이용되는 데이터가 상기 수신되는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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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할 수 있는 패턴매칭 상태기계의 로직 표현 (logical representative) 을 생성하도록 더 구성되며, 상기 모듈은 상기

패턴매칭 상태기계 표현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어휘분석 발생기는 JLex인,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은 상기 패킷 스트림의 병렬 프로세싱을 위한 복수의 상기 패턴매 칭 상태기계 표현들을 포함하는, 재프로

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수신되는 대체 스트링을 프로세싱함으로써 상기 모듈을 부분적으로 생성하여, 데이터 내에서 

발견된 매칭 스트링을 상기 수신된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스트링 대체 머신의 로직 표현을 생

성하도록 더 구성되며, 상기 모듈은 상기 패턴매칭 상태기계 표현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수신되는 상기 패턴매칭 상태기계 표현 및 상기 스트링 대체머신 표현을 제어기의 로직 표현으

로 코디네이트함으로써 상기 모듈을 생성하도록 더 구성되며,

상기 제어기의 표현은 (1) 패턴매칭 상태기계 표현과 통신하여 매칭 스트링의 시작 위치와 종단 위치를 결정하고 그

리고 (2) 상기 결정된 시작 및 종단 위치를 프로세싱하여 상기 스트링 대체 머신 표현을 제어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상기 모듈은 상기 제어기 표현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PLD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인,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제 1 언어 워드를 포함하며, 상기 대체 스트링은 상기 하나 이상의 제 1 언어 워드

의 제 2 언어 워드로의 번역문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신성 모독적인 워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대체 스트링은 상기 신성 모독적 워드

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19.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고, 상기 대체 스트링은 상기 암호화된 데이터 스트링의 해독문

에 대응하는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0.
제 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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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패턴은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고, 상기 대체 스트링은 상기 데이터 스트링의 암호를 포함하는, 재프로

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1.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적어도 포함하며, 상기 대체 스트링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2.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은 역치환 액션인,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3.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컴

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들의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재정의가능한 액션은 패킷 드랍 동작이

며, 상기 PLD는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패킷을 드랍시킴으로써 상기 패킷 드랍 동작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의가능한 액션은 통지 동작이고, 상기 PLD는 통지 신호를 관련 디바이스에 전송함으로서 상기 통지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통지 신호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 내의 매칭 스트링의 존재를 식별하도록 동작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

한 시스 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며,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컴

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데이터 패킷들의 스트림을 포함하고, 상기 통지 신호는 관련 파티에 대한 송신에 

관해 어드레스하고 상기 통지 패킷은 상기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패킷의 카피를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

스템.

청구항 2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재정의가능한 액션은 awk 동작이며, 상기 PLD는 매칭 스트링이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발견된 경우 상기 awk

동작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이미지 파일,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오디오/비디오 파일,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감염된 파일, 

텍스트 파일, 및 전자 출판 파일들로 구성된 그룹 중 하나 이상의 일부분을 적어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

스템.

청구항 2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 중 일부를 적어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29.
제 1항의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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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데이터 패턴은 영업 비밀 중의 일부분을 적어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3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은 범죄 음모를 표시하는 데이터 스트링을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31.
(1) 이용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2)상기 데이터 스트

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 응답 액션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단계;

(1)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상기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2) 상기 데이터 스트

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상기 응답 액션을 수행하도록, 상기 프로그래밍된 PLD를 통하

여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단계; 및

적어도 서로 다른 데이터 패턴 및 서로 다른 액션으로 구성된 그룹 중 적어 도 하나로 상기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반

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는,

데이터 패턴을 수신하는 단계;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액션 명령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수행되어질 액션을 규정하는 단계;

(1) 이용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2) 상

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상기 응답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듈을 정

의하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 및 상기 수신된 액션 명령으로부터 상기 PLD로 프로그래밍될 때에 동작할 수 있는 

구성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구성정보로 상기 PLD를 프로그래밍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는 데이터 변형 동작을 규정하는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데이터 변형 동작은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그 데이터 스트림을 변형

한 방법을 식별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는 스트링 대체 동작을 규정하는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은 매칭 스트링을 대신하여 데이터 스트림에 삽입되어질 대체 스트링을 식별하는, 데이터 스트

림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는 통지 동작을 규정하는 그 액션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통지 동작

은 매칭 스트링이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발견된 경우에 통지 신호를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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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패킷의 스트림이며, 각 데이터 패킷들은 페이로드 부분을 포

함하며,

상기 프로세싱 단계는,

데이터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

그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의 페이로드 부분을 각각 식별하는 단계; 및

(1) 임의의 수신된 데이터 패킷의 그 페이로드 부분이 상기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

정하고, (2) 상기 페이로드 부분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상기 응답 액션을 수행하기 위해

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킷들을 상기 프로그래밍된 PLD를 통하여 각각 프로세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

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PLD를 상기 구성정보로 프로그래밍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구성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PLD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방법.

청구항 38.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데이터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포함한다면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를 응

답 액션을 수행하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로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패턴 및 액션 명령을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입력으로서, 상기 액션 명령은 상기 데이터 스

트림이 상기 데이터 패턴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 수행되는 액션을 규정하는, 입력;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 및 상기 수신된 변형 명령으로부터 구성정보를 생성시키도록 동작할 수 있는 컴파일러로서,

상기 구성정보는 (1) 이용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2)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 상기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상기

PLD를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을 규정하며, 상기 구성 정보는 상기 PLD를 상기 데

이터 프로세싱 모듈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구비하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액션 명령은 변형 명령이며, 상기 변형 명령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수행하는 변형 동작을 규정하며, 상기 컴파일러는 또한 상기 변형 명령으로부터

상기 구성정보를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고,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한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상기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된 상기 모듈이 상기 PLD로 상기 변형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을 어휘 분석 발생기를 통하여 프로세싱하여, 이용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로직 표현을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상기 패턴 매칭 상태기계 표현은 상기 모듈을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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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 명령에 의해 규정된 상기 변형 동작은 스트링 대체 동작이며, 상기 변형 명령은 대체 스트링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수신된 변형 명령을 프로세싱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매칭 스트링을 대체 스트링으

로 대체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스트링 대체 머신의 로직 표현을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상기 스트링 대체 머신

표현은 상기 모듈을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을 상기 어휘 분석 발생기를 통하여 프로세싱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상

기 패턴 매칭 상태기계 표현은 하나 이상의 결정성 유한 오토마톤을 구비하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복수의 데이터 패킷 들을 구비하는 패킷 스트림이며, 상기 

디바이스는 상기 컴파일러를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와 접속시키는 송신기를 더 구비하며, 상기 송신기는 상기 컴파일

러로부터 상기 구성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PLD와 통신하여 상기 구성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디

바이스에 송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상기 프로그래밍 디바이스는 상기 PLD를 상기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모듈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스트림에서 패킷들은 페이로드 부분을 각각 포함하며, 상기 컴파일러는 상기 구성 정보를 생성하도록 더 

동작될 수 있으며 상기 PLD로 프로그래밍될 때에 상기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모듈이 상기 패킷들의 임의

의 상기 페이로드가 매칭 스트링을 포함한 상기 패킷 스트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또한 상기 데이터 패턴을 정규 표현 포맷으로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

바이스.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은 또한 사용자로부터 복수의 데이터 패턴들 및 복수의 상기 변형 명령들을 수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으며, 

각 변형 명령은 대응하는 데이터 패턴을 가지며, 상기 컴파일러는 또한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데이터 프로

세싱 모듈이 각 데이터 패턴 및 대응하는 변형 명령에 대하여 상기 매칭 결정 및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상기 구성정보를 생성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

청구항 47.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있어서,

데이터 패턴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패턴에 대응하는 변형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액션 명령은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

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 수행되어질 액션을 규정하는, 변형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데이터 패턴 및 상기 수신된 변형 명령으로부터 (1) 이용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이 상기 데이터 패턴과 매

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2)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에 상기 액션 명령에 따라 규정되는 상기 액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PLD를 데이터 프로세싱 모듈로 프로그래밍

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구성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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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LD와 통신하여 상기 구성정보를 프로그래밍 디바이스에 통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프로그래밍 디바이스는 상

기 PLD를 상기 구성정보로 프로그래밍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통신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액션 명령은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수행되는 변형 동작을 규정하는 변형 명령이며,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 상기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

되는 상기 모듈이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 대하여 상기 변형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동작할 수 있도록 상기 구성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 동작은 스트링 대체 동작이며, 상기 변형 명령은 대체 스트링을 포함하고, 상기 생성 단계는 상기 구성정보

가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매칭스트링을 상기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함으로써 상기 구성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모듈이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을 수행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상기 구성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

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단계는, 상기 데이터 패턴을 어휘 분석 발생기를 통하여 프로세싱하여 그로부터 패턴 매칭 상태기계를 생성

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패턴 매칭 상태기계는 부분적으로 상기 모듈을 정의하여 이용되는 데이터 스트림이 상기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프로 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

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1.
제 50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단계는 상기 수신된 변형 명령으로부터 스트링 대체 머신의 로직 표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스트링 대체머신은 상기 모듈을 부분적으로 정의하여 상기 데이터 스트림에서 매칭 스트림을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

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신되는 복수의 데이터 패킷들을 포함하는 패킷 스트림이며, 상기 

통신 단계는 상기 구성정보를 상기 네트워크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디바이스에 통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

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52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데이터 패킷은 페이로드 부분을 포함하며, 상기 생성단계는 PLD에 상기 패킷들의 임의의 상기 페이로드

부분이 매칭 스트링을 포함하는 상기 패킷 스트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래밍될 때에 상기 구성 정

보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모듈이 동작할 수 있도록 상기 구성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 5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 수신단계는 정규 표현 포맷으로 상기 데이터 패턴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

직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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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패턴 수신 단계는 복수의 데이터 패턴들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변형 명령 수신 단계는 복수의 상기 변형 명령들 및 데이터 패턴에 대응하는 각 변형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

함하며,

상기 각 변형 명령은 데이터 패턴에 대응하며,

상기 생성단계는 (1) 상기 매칭 결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2) 상기 스트링 대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데이터 패

턴 및 대응하는 변형 명령에 대하여 상기 구성 정보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모듈이 동작할 수 있도록 상기 구성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디바이스 (PLD) 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청구항 56.
복수의 재정의가능한 로직 구조들을 통하여 데이터의 스트림을 연속으로 수신하고 프로세싱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프

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구비하며,

각 로직 구조는 대응하는 재정의가능한 데이터 패턴으로 조정되며,

그 로직 구조의 대응되는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상기 프로세싱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스트링이 존재하는지를 결

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57.
제 56항에 있어서,

각 로직 구조는, 또한 대응하는 재정의가능한 액션으로 조정되며, 상기 프로세싱되는 데이터 스트림이 그 로직 구조의

대응하는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그 로직 구조의 대응하는 재정의가능

한 액션을 수행하도록 더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58.
제 57항에 있어서,

각 재정의가능한 액션은 스트링 대체 동작을 포함하며, 각 스트링 대체 동작은 대체 스트링을 포함하며,

각 로직 구조는 또한 그 로직 구조의 대응하는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상기 프로세싱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발견되

는 스트림을 그 로직 구조의 대응하는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하도록 더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

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59.
제 58항에 있어서,

상기 PLD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FPGA이며,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되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구비하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0.
데이터의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패턴 매칭 상태기계를 통하여 병렬적으로 프로세

싱하는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를 구비하고, 상기 복수의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각 패턴 매칭 상태기계

는 데이터 패턴으로 조정되며 그 조정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1.
제 60항에 있어서,

복수의 패턴 매칭 상태기계의 각 패턴 매칭 상태기계가 동일한 데이터 패턴으로 조정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

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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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 바이트의 스트림을 포함하며,

또한, 상기 복수의 병렬적 패턴매칭 상태기계에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데 이용가능한 제어기에 의해 상기 P

LD는 패턴 매칭 상태기계가 서로 다른 바이트에서 시작하는 상기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하도록 프로그래밍되는, 데이

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3.
제 6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복수의 병렬적인 패턴매칭 상태기계와 통신하여 상기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상기 데이터 스트

림에서 최장 스트림을 식별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4.
제 60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패턴매칭 상태기계의 각 패턴매칭 상태기계는 서로 다른 데이터 패턴으로 조정되는,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는 디바이스.

청구항 65.
데이터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으로서,

데이터의 스트림을 수신하고, 하나 이상의 유한 오토마톤 (DFA) 으로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

PLD) 를 통하여 상기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프로세싱하여 데이터 스트림이 재정의가능한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재프로그래밍가능한 데이터 프로세서; 및

상기 PLD를 서로 다른 DFA로 재프로그래밍하여 서로 다른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데이터 프로세서와 통신하도록 동작할 수 있는 재구성 디바이스를 포함하는, 재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청구항 66.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송신된 데이터 패킷들의 스트림을 프로세싱하기 위 한 네트워크 프로세서로서,

상기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데이터를 프로세싱하여 데이터 패킷들의 스트림을 생성하도록 

동작하는 프로토콜 래퍼로서, 상기 패킷 스트림은 워드의 스트림을 포함하며, 각 워드는 복수의 바이트들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래퍼;

상기 프로토콜 래퍼로부터 상기 패킷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패킷 스트림을 포함하는 임의의 상기 패킷들이 데이터

패턴과 매칭하는 스트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탐지하도록 동작하는 매칭 경로;

상기 매칭 경로와 통신하여 상기 매칭 경로에 의해 탐지되는 각 매칭 스트링의 시작 바이트 위치 및 종단 바이트 위치

를 결정하도록 동작하는 제어기; 및

제어기와 통신하여 상기 프로토콜 래퍼로부터 상기 패킷 스트림을 수신하고, 상기 제어기에 의해 결정되는 각 매칭 

스트링을 위한 각 시작 바이트 위치 및 종단 바이트 위치를 프로세싱하여 (1) 매칭 스트링에 대응되지 않는 상기 패킷

스트림의 각 바이트를 출력하고 (2) 매칭 스트링에 대응하는 상기 패킷 스트림의 바이트들을 대체 스트링으로 대체하

도록 동작하는 데이터 경로를 구비하며,

상기 매칭 경로, 상기 제어기, 및 상기 데이터 패스가 프로그래밍가능 로직 디바이스 (PLD) 상에 구현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

청구항 67.
제 6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래퍼는 또한 상기 PLD상에 구현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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