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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접속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접속 방법을 공개한다. 이 방법은 접속 시도가 있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복수개의 서버들로 PADI 패킷을 송신하는 PADI 패킷 송신 단계, PADI 패킷 송신 후에 수신

되는 패킷이 피피피 세션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인지, PADO 패킷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및 만일 서버로부터 전송되

는 패킷이 세션 패킷이면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기 접속된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한 후, 접속을 위

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는 종료 및 재접속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측의 오류로 서

버와의 접속이 비정상적으로 끊어진 경우에도 서버와의 접속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PPPoE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2는 도1에 나타낸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3은 도1에 나타낸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재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4는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재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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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는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

작 흐름도이다.

도6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송되는 PADI 패킷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7은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패킷을 나타내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피피피오이(PPPoE; point-to-point over Ethernet) 네트워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접속을 위한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은 모뎀과 같은 장비를 통해 하나의 이더넷(Ethernet)을 사용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즉, 이 시스템은 사무실이나 빌딩내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모뎀 또는 무

선 접속을 공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PPPoE 프로토콜은 다이얼업(dial-up) 접속에서 흔히 사용되

는 피피피(PPP; Point-to-point) 프로토콜과 근거리 네트워크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하는 이더넷 프로토콜이 결

합된 것으로, RFC 2516에서 규정된 프로토콜이다.

종래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동작은 RFC 2516 표준안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

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discovery stage),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

는 PPP 세션(session) 단계, 및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을 종료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종래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은 PPP 세션 단계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도중에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

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접속이 비정상적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클라이언

트의 장치를 재부팅하여 재접속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재접속을 위하여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하는데 반해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끊어진 것을 알

지 못하고, PPP 세션 단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패킷을 전송하거나, 에코(Echo) 패킷을 전송

하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계속적으로 재접속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버는 PPP 세션 단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응답이 없으면 접속이 끊어진 것으로 인식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재부팅에 걸리는 시간이 서버가 접속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다면, 클라이언트의 장치가 재부팅이 되어 재접속을 시도하더라도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끊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재접속을 시도하더라도 실패하게 된다.

즉, 종래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

이 끊어지는 경우에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장치를 재부팅하고 재접속을 시도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게 되고, 서버와의 재

접속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클라이언트 측의 오류로 서버와의 접속이 비정상적으로 끊어진 경우에도 접속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

는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을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의 접속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은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과

이더넷 라인으로 연결된 복수개의 모뎀들, 복수개의 서버들, 및 상기 복수개의 모뎀들과 상기 복수개의 서버들사이의 피피

피 접속을 위한 복수개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근 복합기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은 접속 시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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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복수개의 서버들로 PADI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와

기 접속된 서버로부터 피피피 세션 동작에서 전송되는 세션 패킷이 전송되면,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행하

여 상기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하고,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PADI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복

수개의 서버들중 접속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버로부터 PADO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서버로 PADR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PADS 패킷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은 접속 시도가 있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

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복수개의 서버들로 PADI 패킷을 송신하는 PADI 패킷 송신 단계, 상기 PADI 패킷 송신 후에 수신

되는 패킷이 피피피 세션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인지, PADO 패킷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및 만일 서버로부터 전송되

는 패킷이 상기 세션 패킷이면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기 접속된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한 후,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는 종료 및 재접속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은 만일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패킷이 상기 PADO 패킷이면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진행하는 접속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판단 단계는 상기 수신된 패킷의 코드 필드의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세션 패킷인지, 상기 PADO 패킷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고, 상기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

행시에 PADT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거나,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를 추출하여 상기 세션 패킷이 해당 패킷인지

를 판단하고, 상기 해당 패킷이면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고, 상기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단

계 수행시에 PADT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행시에 상기 PADI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I 패킷 송

신 후에, PADO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고,상기 PADO 패킷이 수신되면, PADR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R 패킷 송

신 후에, PADS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접속 단계는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행시에 상기 PADO 패킷에 응답하여 PADR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R 패킷 송신 후에, 상기 PADS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PPPoE 네트워크 시스템 및 종래의 시스템의 접속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일반적인 PPPoE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개인용 컴퓨터들(10-1 ~ 10-n)과 모뎀(12)을

구비한 근거리 네트워크들(20-1 ~ 20-m),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근 복합기(14), 망 접속 서버(16), 및 인터넷(18)으로 이

루어져 있다.

도1에서, 근거리 네트워크들(20-1 ~ 20-m) 각각의 개인용 컴퓨터들(10-1 ~ 10-n)과 (ADSL 또는 ISDN과 같은) 모뎀

(12)은 이더넷 라인들(11)에 의해서 연결되고, 모뎀(12)과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근 복합기(14)는 전화선과 같은 라인(13)

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더넷 라인들(11)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시에 이더넷 프레임에 PPP 프레임을 포함하여 전송하게

되고, 모뎀(12)은 이더넷 프레임에서 PPP 프레임을 추출하여 PPP프레임을 라인(13)을 통하여 전송한다. 또한, 모뎀(12)

은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근 복합기(14)로부터 라인(13)을 통하여 전송되는 PPP 프레임에 이더넷 프레임에 포함한

PPPoE 프레임을 이더넷 라인들(11)을 통하여 전송하게 된다.

도2는 도1에 나타낸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도2의 동작은

RFC 2516 표준안에 따른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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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에서, 클라이언트는 도1에 나타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들(10-1 ~ 10-n)이고, 서버는 도1에 나타낸 망

접속 서버(16)가 된다.

도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동작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discovery)

단계,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에 접속이 이루어져 인터넷(18)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PPP 세션(session) 단

계, 및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을 종료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가 초기화를 위하여 PPPoE 액티브 디스커버리 초기화(PADI; PPPoE Active Discovery Initiation) 패킷을 서

버로 전송한다.

그리고, PADI 패킷을 받은 서버들중 연결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버가 PPPoE 액티브 디스커버리 제공(PADO; PPPoE

Active Discovery Offer)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클라이언트는 PADO 패킷를 받은 후, 연결을 요청하기 위하여 PPPoE 액티브 디스커버리 요청(PADR; PPPoE Active

Discovery Request) 패킷을 서버로 전송한다.

그리고, PADR 패킷을 받은 서버는 연결을 확정하기 위하여 PPPoE 액티브 디스커버리 세션 확정(PADS; PPPoE Active

Discovery Session-confirmation)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이와같은 단계를 수행함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PPP 세션 단

계로 진행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접속을 종료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가 PPPoE 액티브 디스커버리 종료(PADT; PPPoE Active Discovery Terminate) 패킷을 서버로 전송한다.

그리고, 서버는 PADT 패킷에 응답하여 PADT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어 세션 단계에서 수행된 세션을 종료하게 된다.

이와같은 단계를 수행함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이 끊어지게 된다.

그런데, 종래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은 PPP 세션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서

버와의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에 재접속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도3은 도1에 나타낸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재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의 동작은 도2의 동작과 동일하며,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함에 의해서 서버와 클라이

언트가 접속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PPP 세션 단계로 진행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가 포함된 세션 패킷을 송수신하는

도중에,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서버와의 접속이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의 장치를 재부팅하고, 재접속을 시도하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재접속 시도가 있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PADI 패킷을 전송한

다.

서버는 PADI 패킷에 응답하여 PADO 패킷을 전송하여야 하나, 기 접속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끊어진 것을 인식

하지 못하고 PPP 세션 단계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PPP 세션 패킷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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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으로 서버는 PPP 세션 단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응답이 없으면 접속이 끊어진 것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장치가 재부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버에 정해진 시간보다 빠르게 되면

재부팅 후에 재접속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계속적으로 PADI 패킷을 전송하고, 기 접속된 서버는 계속적으로 PPP 세션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후에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끊어진 것을 알고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사이에

재접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서버와의 접

속이 끊어져서 재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 기 접속된 서버와의 접속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도4는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접속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3에 나타낸 바와 마찬가지로, PPP 세션 단계를 수행하는 도중에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서 서버와의 접속이 끊어져서 사용자는 재접속을 위하여 장치를 재부팅한다.

클라이언트는 재접속 시도가 있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PADI 패킷을 전송한다. 이때,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해진 시간내에 응답이 없어 클라이언트와

의 접속이 끊어진 것을 아는 경우에는 PADI 패킷에 응답하여 PADO 패킷을 전송한다. 그러나,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접속

이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PPP 세션 단계를 수행하여 세션 패킷을 전송한다. 세션 패킷은 서버가 클라이언트

로 전송하지 못한 데이터이거나, 에코 패킷이 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패킷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인지 PPP 세션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인

지를 판단한다. 만일 전송되는 패킷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이면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한다.

반면에, 전송되는 패킷이 PPP 세션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이면, 이 패킷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맥(MAC; 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와 세션 식별자(ID; Identifier)를 추출하여 저장한다.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는 전송되는 패킷이 클라

이언트 자신에게 전송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하는 것이고, 세션 식별자는 서버에서 기존에 진행중인 세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전송되는 패킷이 PPP 세션 단계에서 전송되는 패킷이면 기 접속된 세션을 종료하기 위하여 디스커

버리 단계를 수행한다.

클라이언트는 PADT 패킷을 서버로 전송한다. 이때,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 전송한

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되는 PADT 패킷에 응답하여 클라이언트로 PADT 패킷을 전송한다.

이에 따라, 기 접속된 서버와 클라이언트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와의 재접속을 위하여 디

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한다.

즉, 본 발명의 서버와 클라이언트사이의 접속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PADI 패킷을 전송한 후에, 서버로부터 디스커버리 단

계에서 전송되는 PADO 패킷이 전송되지 않고 세션 패킷이 전송되면, 서버에서 기존에 진행중인 세션을 종료하기 위하여

접속을 종료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클라이언트와 기 접속된 서버사이의 접속을 정상적으로 종료한다. 그

리고,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행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재접속한다.

도5는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동

작 흐름도이다.

클라이언트의 장치를 부팅한 후에 클라이언트는 접속 시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제100단계).

만일 접속 시도가 없으면 제100단계로 진행하고, 접속 시도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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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로 진입하여 PADI 패킷을 서버로 전송한다(제110단계).

도6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전송되는 PADI 패킷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110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PADI 패킷을 구

성하기 위하여 서버 맥 어드레스 필드의 어드레스를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인 Oxffffffff, Oxfffff로 설정하고, 코드 필드의

코드를 0x09로 설정하고, 세션 식별자 필드의 식별자를 0x000로 설정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PADO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제120단계).

도7은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패킷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120단계에서, 패킷의 코드 필드의 데이터로부터 디

스커버리 단계인지, PPP 세션 단계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즉, 만일 코드 필드의 데이터가 0x07로 설정되어 있으면, 수신되는 패킷이 PADO이고, 만일 코드 필드의 데이터가 0x00

로 설정되어 있으면, 수신되는 패킷이 세션 패킷이 된다.

제120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수신되는 패킷의 코드 필드가 0x07로 설정되어 있으면 PADO 패킷으로 판단하고, 0x00로

설정되어 있으면 세션 패킷으로 판단한다.

만일, 수신되는 패킷이 PADO 패킷이라면 제160단계로 진행하고, 수신되는 패킷이 세션 패킷이라면 제130단계로 진행한

다.

클라이언트는 수신되는 세션 패킷의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필드로부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를 추출하고, 세션 식별

자 필드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해서 저장한다(제130단계).

수신된 세션 패킷은 도7에 나타낸 바와 같은데, 세션 패킷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필드의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

스를 추출하여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세션 패킷이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되어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기존에 진행중인 세

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세션 식별자 필드의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여 저장한다.

그런데, 이때 수신되는 세션 패킷의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필드의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를 추출하지 않고, 세션 식별

자 필드의 세션 식별자만을 추출하더라도 상관없다. 즉, 수신되는 세션 패킷의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필드의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를 검출하여 확인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클라이언트는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제130단계에서 저장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 전송한다(제140단계).

제140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기존의 진행중인 세션 단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제130단

계에서 저장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 전송한다.

즉, 제130단계 및 제140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PPP 세션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서버와 접속된 기존의

진행중인 세션 단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접속을 종료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PADT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제150단계).

만일 PADT 패킷이 수신되지 않았으면 제150단계로 진행하고, PADT 패킷이 수신되었으면 제110단계로 진행하여 접속

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한다.

만일 제120단계에서 PADO 패킷이 수신되었으면 클라이언트는 PADO 패킷에 응답하여 PADR 패킷을 전송한다(제160단

계).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PADS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제170단계).

만일 제170단계에서 PADS 패킷이 수신되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종료하고, PADS가 수신되지 않으면 제170

단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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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장치의 이상 또는 사용자의 요구로 서버와의 접속이 비정

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재접속을 시도하면 클라이언트가 PADI 패킷을 전송한 후,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패

킷이 PADO 패킷이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PADT 패킷을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PADT 패킷을 수신함에 의해서 접

속을 정상적으로 종료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와의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를 수행하여 재접속하게 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PPPoE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이 시스템의 접속 방법은 클라이언트 측의 오류로 서버와의 접속이 비정상

적으로 끊어진 경우에도 서버와의 접속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과 이더넷 라인으로 연결된 복수개의 모뎀들;

복수개의 서버들; 및

상기 복수개의 모뎀들과 상기 복수개의 서버들사이의 피피피 접속을 위한 복수개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근 복합기들을

구비하고,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은

접속 시도가 있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복수개의 서버들로 PADI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클라이언트와 기 접속된 서버로부터 피피피 세션 동작에서 전송되는 세션 패킷이 전송되면,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

버리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서버와의 접속을 종료하고,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행하고,

상기 PADI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복수개의 서버들중 접속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버로부터 PADO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서버로 PADR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전송되는 PADS 패킷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

워크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은

상기 클라이언트가 상기 서버로 PADT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송신되는 PADT 패킷을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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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션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여, 상기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은

상기 세션 패킷이 수신되면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와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고, 상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상기 세션 패킷이 해당 패킷이면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여, 상기 PADT 패

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클라이언트들은

상기 PADI 패킷을 송신한 후에 수신되는 패킷의 코드 필드의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세션 패킷인지, 상기 PADO 패킷인지

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6.

접속 시도가 있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행하여 복수개의 서버들로 PADI 패킷을 송신하는 PADI 패킷 송신

단계;

상기 PADI 패킷 송신 후에 수신되는 패킷이 상기 복수개의 서버들 중 접속 가능한 서버로부터의 PADO 패킷인지, 기접속

된 서버로부터의 세션 패킷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단계;

상기 접속 가능한 서버로부터의 PADO 패킷을 수신하였으면,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계속 진행하여 상기 접속 가

능한 서버에 접속한 후, 피피피 세션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세션 패킷을 송수신하는 접속 및 세션 패킷 송수신 단계; 및

상기 기접속된 서버로부터의 세션 패킷을 수신하였으면, 상기 기접속된 서버와의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동작을 수

행한 후, 다시 상기 PADI 패킷 송신 단계를 진행하는 종료 및 재접속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

트워크 시스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단계는

상기 수신된 패킷의 코드 필드의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세션 패킷인지, 상기 PADO 패킷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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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행시에

PADT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

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를 추출하여 상기 세션 패킷이 해당 패킷인지를 판단하고, 상기 해당 패킷

이면 상기 세션 패킷으로부터 세션 식별자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접속 종료를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행시에

PADT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T 패킷의 세션 식별자 필드에 상기 추출된 세션 식별자를 실어서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속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행시에

상기 PADI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I 패킷 송신 후에, PADO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PADO 패킷이 수신되면, PADR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R 패킷 송신 후에, PADS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

속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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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종료 및 재접속 단계는

상기 접속을 위한 디스커버리 단계 수행시에

상기 PADO 패킷에 응답하여 PADR 패킷을 송신하고,

상기 PADR 패킷 송신 후에, PADS 패킷이 수신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피피오이 네트워크 시스템의 접

속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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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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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542361

- 12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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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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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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