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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패킷 송수신 장치와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 계층 패킷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패킷 제어기 사이의 패킷 송수신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에 있어서, 입
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 패킷을 수신하는 상기 패킷 제어기; 상기 패킷 제어기를 통해 수신된 상기 입력 패킷을 저장하
여,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요청에 의해 상기 입력 패킷을 전달하는 패킷 버퍼; 상기 패킷 제어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패킷 큐; 및 상기 패킷 큐를 통해 전달
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상기 패킷 버퍼로부터 패킷을 전달받아 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기 위한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이루어져, 서로 다른 데이터 링크 계층간 패킷 송수신이 발생할 때 입/출력 패킷 헤더가 변경됨으로
인한 패킷헤더 이동/복사 및 패킷 정렬(alignment) 관련 처리를 제거함으로써 패킷 전송에 있어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
과가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패킷 제어기, 네트워크 프로세서, 데이터 링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에 관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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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에 관한 구
성도,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송수신 방법에 관한 흐름도,

  도 4a 내지 도 4c 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처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21 : 패킷 제어기 22 : 패킷 버퍼

  23 : 네트워크 프로세서 231 : 데이터 패킷 처리부

  24 : 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킷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 계층 패킷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패킷 제어기 사이의 패킷 송수신 장치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높은 대역폭, 고속 패킷처리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VPN(Virtual Private Network), IP(Internet Protocol) VPN,
QoS(Quality of Service)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의 호스트 프로세서 또는 패킷 전용 주문
형 반도체(ASIC :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로는 시장 출시까지의 기간(time-to-market)이 짧은 장점을
보여 주지 못했다.

  따라서,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등장했으며 패킷을 고속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programmability) 장점을 갖춰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1G/2.5G/10G 등)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업스트림(upstream)으로 스위치 패브릭과 인터페이스
하며,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과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 링크 계층(Layer 2)은
주로 해당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패킷을 처리하는 패킷 제어기를 통해서 호스트 프로세서로 전달한다. 최근 호스트 프로세
서가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대체하고 있다. 본 발명은 바로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패킷 제어기 사이의 패킷 전송 방법에 관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킷 제어기는 "계층(Layer)2" 처리를,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계층 2"에서 "계층 7"까지의 패킷을 핸들링할
수 있다.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처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 링
크 계층 간 패킷 송수신도 발생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패킷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멀티 서비스(multi-
service)(ATM, Ethernet, POS 등)를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의 경우는 이와 같은 패킷 변환 작업이 필수적이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에 관한 구성도이
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패킷 전송 장치는 패킷 제어기(11), 제 1 패킷 버퍼(12), 네트워크 프로세서(13) 및 제 2 패킷
버퍼(14)를 포함한다. 특히, 네트워크 프로세서(13)는 제어 패킷 처리부(131)와 데이터 패킷 처리부(132)로 이루어진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패킷 제어기(11)로 "계층 2"의 패킷이 입력된다. 입력된 패킷은 패킷 제어기(11)의 영역에 속한 제 1
패킷 버퍼(12)에 저장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13)로의 전송을 위해, 패킷 제어기(11)는 인터럽트 신호를 네트워크 프로세서(13)의 제어 패
킷 처리부(131)로 전달하여 제 1 패킷 버퍼(12)에 저장된 입력 패킷을 제 2 패킷 버퍼(14)로 복사한다. 그리고, 제 2 패킷
버퍼(14)에 복사된 입력 패킷은 네트워크 프로세서(13)의 데이터 패킷 처리부(132)에 의해 패킷 변환을 하여 출력된다.

  이 경우, 네트워크 프로세서(13)와 패킷 제어기(11) 사이의 패킷 처리에 있어서, 각각 자신이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즉,
제 1 패킷 버퍼와 제2 패킷 버퍼)으로 패킷 전체를 복사하여 처리함으로써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 링크 계층간(예컨대, ATM -> Ethernet) 패킷 송수신할 때 패킷 헤더가 상이함에 따른 처리 오버
헤드(overhead)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 계
층 패킷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패킷 제어기 사이의 패킷 송수신 장치와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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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은 패킷 제어기에서 받은 패킷정보(패킷주소, 크기, 입력포트 등)를 네트워크 프로세서에게 통지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함으로써 전체 패킷을 복사하는 부담을 줄여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서로 다른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패킷을 전달할 경우 패킷 헤더가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는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 패킷을 수신하는 상기 패킷 제어기; 상기 패킷 제어기를 통해 수신된 상기 입력 패킷을 저
장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요청에 의해 상기 입력 패킷을 전달하는 패킷 버퍼; 상기 패킷 제어기로부터 상기 네트
워크 프로세서로,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패킷 큐; 및 상기 패킷 큐를 통해
전달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상기 패킷 버퍼로부터 패킷을 전달받아 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기 위한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은 외부의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패킷 제어기를 통해 패킷을 입력받아 저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저장된 패킷에
대한 정보를 큐잉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제 2 단계;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상기 제 2 단계에서 전달
된 정보로부터 저장된 패킷을 수신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상기 수신한 패킷에 대한 인터페이스 변
경 과정을 수행하여 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에 관한 구
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전송 장치는 패킷 제어기(21), 패킷 버퍼(22), 네트워크 프로세서(23) 및
패킷 큐(Packet Queue)(24)를 포함한다. 특히, 네트워크 프로세서(23)는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를 더 포함한다.

  패킷 제어기(21)는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패킷을 읽어 패킷 버퍼(22)에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프로세서
(23)는 제어 패킷을 처리하는 제어 패킷 처리부와 데이터 패킷을 처리하는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로 나뉘는데 본 발명에
있어서는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만이 사용된다.

  또한, 네트워크 프로세서(23)의 외부 인터페이스는 패킷 처리를 위해 패킷 버퍼(22)와 패킷 제어기(21)와의 통신을 위해
패킷 큐(24)가 존재한다.

  도 2 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라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입력단은 이더넷(Ethernet) 인터페이
스, 출력단은 POS(Packet over SONET)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23)내 데이터 처리부(231)는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패킷 룩업 및 포워딩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본 발명에 적용되는 입/출력단 인터페이스는 어떤 데이터 링크 계층도 수용 가능하다. 통상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
링크 계층은 ATM, Frame Relay, Ethernet, POS(Packet over SONET), EOS(Ethernet over SONET), RPR(Resilient
Packet Ring) 등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송수신 방법에 관한 흐름도이다.

  우선, 도 2 및 도 3 에 도시된 바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면, 우선 패킷 제어기(21)는 데이터 링크 계층의
PDU(Protocol Data Unit)을 수신하여 패킷을 입력받는다(S301).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Ethernet MAC(Media
Access Control) 프레임(패킷)을 수신한다. 입력 패킷에 대해 패킷 제어기(21)는 에러 및 흐름 제어 등의 데이터 링크 계
층 관련 동작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패킷 제어기(21)는 이더넷 제어기(ethernet controller)에 해당한
다.

  그리고, 패킷 제어기(21)는 입력받은 패킷을 패킷버퍼(22)에 저장한다(S302). 여기서, 패킷버퍼(22)는 유지 및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관리하며, 저장되는 입력 패킷은 이더넷 헤더(ethernet header)와 이더넷 페이로
드(ethernet payload)로 구성된다.

  그리고, 패킷 제어기(21)와 네트워크 프로세서(23)의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 사이에 입력 패킷 정보를 큐잉한다
(S303).

  좀 더 상세히 S303의 과정을 살펴보면, 패킷 제어기(21)는 입력 패킷 정보를 패킷 큐(24)에 인큐잉(enqueuing)한다
(S303). 여기서, 인큐잉하는 입력 패킷 정보로는 입력 포트, 패킷버퍼 주소, 패킷 크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적
용되는 패킷 큐(24)는 구형 선입 선출(Circular FIFO) 큐 방식으로 동작하며, 따라서 헤드(head), 테일(tail) 포인터로 유지
관리한다.

  즉, 테일 포인터가 지정하고 있는 엔트리에 입력 패킷 정보를 인큐잉한다. 이때, 해당 엔트리가 비어있는지(empty) 채워
져 있는지(fill)를 확인해야 한다. 비어있는 경우, 해당 엔트리에 삽입하고 해당 엔트리가 채워졌음을 표시(mark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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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세서(23) 내의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에서 패킷 큐(24)로부터 입력 패킷 정보를 디큐잉
(dequeuing)한다.

  즉,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에서 패킷 큐(24)의 헤드 포인터를 읽어 해당 엔트리의 패킷 정보를 가져온다. 이때, 디큐잉
한 후 해당 엔트리를 비어있음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는 입력받은 패킷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패킷에 관련된 동작을 수행한다(S304 내지
S307).

  즉, 패킷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입력 패킷의 패킷 버퍼(22)내 위치로부터 패킷을 수신한다(S304).

  그리고, 해당 패킷의 헤더 관련 처리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패킷의 헤더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입력된 패킷
의 프로토콜과 출력하고자 하는 프로토콜의 차이에 따른 해당 패킷의 처리가 중요한데, 그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입력과
출력간의 패킷이 동일한 인터페이스간의 전송인지를 확인한다(S305). 동일한 인터페이스인 경우, 헤더에 대한 변환 없이
패킷을 출력하고(S307), 본 발명의 실시예와 같이 입력 인터페이스는 이더넷(Ethernet)이고 출력 인터페이스는 POS인 경
우 이에 대한 패킷의 처리 과정을 거친다(S306).

  즉, 본 발명의 실시예를 통해서 S306의 패킷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입력 패킷의 이더넷 헤더(Ethernet header) 중 목적
지(destination) MAC으로부터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멀티캐스팅(multicasting)/유니캐스팅(unicating) 처리, 소스
(source) MAC으로부터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 학습(learning) 수행, 이더넷 패킷 타입(ethernet packet
type)으로부터 패킷 타입에 따른 처리를 각각 수행한다. 그리고,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는 해당 패킷을 패킷의 내부 자
료구조(도 4a, 도 4b)와 패킷 버퍼(22)내 세부구조(도 4c)를 참조하여 IPv4 룩업을 수행한다. 그 결과 POS 인터페이스로
패킷 포워딩하기 위해 이더넷 헤더를 POS 헤더로 변환한다. 이 시점에서 패킷 헤더 크기가 다르므로 패킷의 시작점이 변
경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후술하는 도 4a 내지 도 4c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의 입력 패킷에 대한 처리(S306)가 완료된 후 출력 포트로 패킷을 포워딩한다(S307).

  이상의 패킷 전송 과정에서는 종래의 발명을 도시한 도 1의 패킷 전송 과정에서 패킷제어기(11)에서 네트워크 프로세서
(13)내의 제어 패킷 처리부(131)로 인터럽트 발생 및 응답 처리 과정과, 패킷 제어기(11) 영역의 제 1 패킷 버퍼(12)에서
네트워크 프로세서(13) 영역의 제 2 패킷 버퍼(14)로의 복사 과정과, 제어 패킷 처리부(131)에서 데이터 패킷 처리부
(132)로의 통지(notification) 과정이 필요치 않다.

  한편, 네트워크 프로세서(23)내의 데이터 패킷 처리부(231)에서의 입력 패킷 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도 4a
내지 도 4c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처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도를 도시한다.

  우선 도 4a에 도시된 큐 기술자(Queue descriptor)는 패킷 버퍼(22) 내의 패킷 위치를 표시하는 패킷 기술자 인덱스
(packet descriptor index) 필드와 패킷 크기 정보를 표시하는 패킷 길이 필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 4b에 도시된 패킷 기술자(packet descriptor)는 입력 패킷의 일부 정보를 기록한 저장소로서 데이터 패킷 처
리부(231)에서 패킷 처리시 빈번히 접근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더넷 헤더(ethernet header)와
IP 헤더(header)를 기록한다. 도 4a에 도시된 큐 기술자(Queue descriptor) 내의 패킷 기술자 인덱스 필드는 본 패킷 기
술자를 지시한다.

  도 4c는 패킷 메모리를 도시하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더넷 MTU(maximum transmit unit)인 1518바이트
(bytes)를 고려한 2K바이트의 고정된 크기의 패킷 버퍼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의 패킷 버퍼는 일정 크기(128 바이트)의
패킷 헤더 확장 필드와 수신 패킷 부분(기본 헤더 필드와 실제 데이터인 페이로드로 구성)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 고려하는 입출력 패킷의 헤더 변환을 위해서, 도 4b에 도시된 "Start of Pkt Offset" 필드와 도 4c에 도
시된 패킷 헤더 확장 필드를 이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인 이더넷 입력과 POS 출력을 예로 들면, 입력 패킷에 대한 처리 즉, 이더넷 헤더 및 IP 헤더 내의 목적
지 IP를 통한 IPv4 룩업한 결과 출력 인터페이스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 입력 패킷을 출력 인터페이스로 포워딩하기 전에
출력 인터페이스에 맞는 헤더로 변경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출력 인터페이스를 POS라고 했기 때문에 본 설명에
서는 POS 프레임 내 PPP패킷을 생성해야 한다. 따라서, 입력 패킷은 이더넷 패킷이고 출력 패킷은 PPP패킷이기 때문에
해당 패킷의 헤더 크기가 틀리다. 따라서, 실제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송될 패킷의 실제 시작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하
다.

  이 때문에 도 4b의 패킷 기술자 내에 패킷 헤더가 변경됨으로 인해 패킷의 시작 위치가 바뀌는 것에 대한 고려로 "start
of Pkt offset"이란 필드를 두어 그 시작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패킷 처리를 쉽게 핸들링한다.

  도 4c의 "start of Pkt offset" 필드는 말그대로 패킷 시작 위치에 대한 변위값이 정의되는 필드로서, 입력되는 패킷중 데
이터 부분은 변화가 없지만 헤더 부분은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실제로 패킷이 시작되는
위치는 달라진 인터페이스의 헤더 크기 만큼 달라지게 된다.

  이하, 다양한 인터페이스 별로 헤더 내용과 그 크기를 예로 들어 "start of Pkt offset" 필드를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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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hernet II (14바이트)

  Destination_MAC(6바이트), Source_MAC(6바이트), Ethernet_Type(2바이트)

  - IEEE 802.3 (20바이트)

  Destination_MAC(6바이트), Source_MAC(6바이트), Length(2바이트), DSAP(1바이트), SSAP(1바이트), Control(1
바이트), SNAP(5바이트)

  - IEEE 802.1q (18바이트)

  Destination_MAC(6바이트), Source_MAC(6바이트), VLAN_Tag(4바이트),

  Ethernet_Type(2바이트)

  - HDLC POS(4바이트)

  Address(1바이트), Control(1바이트), Protocol(2바이트)

  - RPR(18바이트)

  RPR_Header(2바이트), Destination_MAC(6바이트), Source_MAC(6바이트)

  Protocol_Type(2바이트), Header_Checksum(2바이트)

  - MPLS(4바이트)

  Label(20비트), Exp(3비트), Bos(1비트), TTL(8비트)

  상기와 같이 인터페이스 별로 그 헤더의 크기들이 다르므로, 입력 패킷이 네트워크 프로세서에서 패킷 처리한 후 출력되
는 패킷의 인터페이스가 입력 인터페이스와 다른 경우 패킷의 시작 위치는 달라지게 되므로 "start of Pkt offset"에 달라
지게 되는 변위에 대한 값을 기록함으로써 쉽게 패킷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가령, 입력 인터페이스가 Ethernet II(14바이트)이고, 출력 인터페이스가 HDLC POS(4바이트)인 경우, 출력 인터페이스
의 헤더 부분이 10바이트 적으므로 "start of Pkt offset"에 10바이트를 기록함으로써, 도 4c에 도시된 패킷 확장 필드 128
바이트에 10바이트를 더한 결과값인 138바이트에서 패킷이 시작하게 된다.

  반대로, 입력 인터페이스가 Ethernet II(14바이트)이고, 출력 인터페이스가 IEEE 802.3(20바이트)인 경우, 출력 인터페
이스의 헤더 부분이 6바이트 많으므로 "start of Pkt offset"에 -6바이트를 기록함으로써, 도 4c에 도시된 패킷 확장 필드
128바이트에 6바이트를 감산한 결과값인 122바이트에서 패킷이 시작하게 된다.

  한편, 상기의 예들은 IPv4 망을 예로 든것으로서, IPv4망에서 IPv6망으로 터널링 되는 경우는 IPv4의 패킷 헤더 크기가
20바이트라면, IPv6에서는 40바이트가 되므로 "start of Pkt offset" 필드에 -20바이트를 기록해주므로써 128바이트에 2
바이트를 감산한 결과값인, 108바이트에서 패킷이 시작하게 된다.

  이때 "start of Pkt offset"에 기록되는 바이트 크기는 출력 인터페이스 종류를 고려한 바이트 크기가 합산 또는 감산되어
기록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씨디롬, 램,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 사이의 패킷 처리 시 복사(copy)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 링크 계층간 패킷 송수신이 발생할 때 입/출력 패킷 헤더가 변경됨으로 인한 패킷헤더 이동/복사 및 패킷 정렬
(alignment) 관련 처리를 제거함으로써 패킷 전송에 있어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변경에 따른 패킷 헤더의 변경을 위한 offset 필드를 두어 패킷 헤더 변경이 용이
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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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입력 패킷을 수신하는 패킷 제어기;

  상기 패킷 제어기를 통해 수신된 상기 입력 패킷을 저장하여,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요청에 의해 상기 입력 패킷을 전달하
는 패킷 버퍼;

  상기 패킷 제어기로부터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상기 패킷 버퍼에 저장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한 패킷 큐; 및

  상기 패킷 큐를 통해 전달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상기 패킷 버퍼로부터 패킷을 전달받아 출력 인터페
이스로 전달하기 위한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큐는,

  구형 선입선출(Circular First In First Out) 타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
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버퍼는,

  하나의 입력 패킷을 저장함에 있어서, 패킷 헤더 확장 필드를 더 포함하여 저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패킷에 대한 정보는,

  상기 패킷 버퍼 내의 패킷 위치를 표시하는 패킷 기술자 인덱스(packet descriptor index) 필드와 패킷 크기 정보를 표시
하는 패킷 길이 필드로 구성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기술자 인덱스 필드가 표시하는 패킷 기술자(packet descriptor)는,

  상기 입력 패킷의 일부 정보를 기록한 상기 패킷 버퍼의 저장소로서,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에서 패킷 처리시 빈번히 접
근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기술자(packet descriptor)는,

  상기 입력 인터페이스와 상기 출력 인터페이스의 차이에 따른 헤더 변경을 고려한 "Startofpktoffset" 필드를 포함하여,
입출력 인터페이스간의 헤더 변경시의 헤더의 크기 변화에 따라 바뀌는 시작 위치에 대한 변위값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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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Startofpktoffset"필드에 기록되는 변위값은.

  IPv4 망에서 IPv6망으로 터널링되는 경우, IPv4의 헤더(20바이트)와 IPv6의 헤더(40바이트) 크기의 차이인 20바이트
만큼을 합산하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장치.

청구항 8.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에 있어서,

  외부의 입력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패킷 제어기를 통해 패킷을 입력받아 저장하는 제 1 단계;

  상기 저장된 패킷에 대한 정보를 큐잉하여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전달하는 제 2 단계;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상기 제 2 단계에서 전달된 정보로부터 저장된 패킷을 수신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상기 수신한 패킷에 대한 인터페이스 변경 과정을 수행하여 출력 인터페이스로 전달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제 4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가, 상기 수신한 패킷의 인터페이스와 출력하고자하는 출력 인터페이스간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
는 제 5 단계;

  상기 제 5 단계의 확인 결과,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동일하면 해당 패킷을 출력하는 제 6 단계; 및

  상기 제 5 단계의 확인 결과, 상기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동일하지 않으면, 상기 패킷의 헤더를 출력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변경하여 출력하는 제 7 단계를 포함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의 패킷을 저장하는데 있어서,

  패킷 헤더 확장 필드를 더 포함하여 저장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의 저장된 패킷에 대한 정보는,

  상기 패킷이 저장된 위치를 표시하는 패킷 기술자 인덱스(packet descriptor index) 필드와 상기 패킷의 크기 정보를 표
시하는 패킷 길이 필드로 구성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기술자 인덱스 필드가 표시하는 패킷 기술자(packet descriptor)는,

  상기 입력 패킷의 일부 정보를 기록한 상기 패킷 버퍼의 저장소로서, 상기 네트워크 프로세서에서 패킷 처리시 빈번히 접
근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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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기술자(packet descriptor)는,

  상기 입력 인터페이스와 상기 출력 인터페이스의 차이에 따른 헤더 변경을 고려한 "Startofpktoffset" 필드를 포함하여,
입출력 인터페이스간의 헤더 변경시의 헤더의 크기 변화에 따라 바뀌는 시작 위치에 대한 변위값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Startofpktoffset"필드에 기록되는 변위값은.

  IPv4 망에서 IPv6망으로 터널링되는 경우, IPv4의 헤더(20바이트)와 IPv6의 헤더(40바이트) 크기의 차이인 20바이트
만큼을 합산하여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제어기와 네트워크 프로세서간의 패킷 전송을 위한 패킷 송수신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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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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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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