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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운용 LSP와 예비 LSP를 1:1 방식으로 운용하는 MPLS 시스템에서 하나의 운용 LSP에 대해 전용의 LSP를 두

어 운용 LSP에서 장애 발생시 FDI/BDI신호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MPLS LSP 보호절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

드백되는 BDI 신호를 통해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운용(working) LSP 및 예비(protection) LSP로 멀티 캐스팅하는

Ingress 노드와, 상기 Ingress 노드에서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중계하고 장애 발생시 FDI를 생성하는 Transit 노드와,

상기 Transit 노드에서 입력되는 MPLS LSP로부터 MPLS 트래픽을 추출하고 FDI이 검출되면 BDI를 삽입하여 상기

Ingress 노드로 Return path를 통해 피드백하고 예비(protection) LSP로 절체하는 Egress 노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대표도

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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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하나의 운용 LSP에 대해 전용의 예비(protection) LSP와 장애 여부를 알리는 BDI(Backward Defect Indication)를 수

송하는 리턴 패스를 설정하는 단계와,

(b) 상기 운용 LSP의 경유 노드에서 장애 발생시 장애 정보를 갖는 FDI(Forward Defect Indication)을 생성하여 출구 노

드로 송신하는 단계와,

(c) 상기 출구 노드에서 FDI를 검출하여 BDI를 삽입하고 상기 운용 LSP를 상기 예비 LSP로 절체하는 단계와,

(d) 상기 입구 노드에서 상기 BDI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운용 LSP와 상기 예비 LSP로 MPLS 트래픽을 멀티 캐스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LSP 보호절체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FDI의 생성은 매 3msec 이하의 단위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체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운용 LSP가 수송되고 있는 물리계층의 장애를 감시하는 단계와,

(b2) 상기 물리계층에서 LOS(Loss of Signal) 혹은 기타 장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b3) 상기 판단 결과, 장애로 인해 상기 운용 LSP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FDI신호를 삽입하는 단계와,

(b4) 상기 판단 결과, 물리계층에서 장애가 없을 경우는 FDI 삽입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체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운용 LSP의 장애 발생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FDI 또는 CV 패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단계와,

(c2) 상기 운용 LSP에서 FDI가 연속해서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검출되었는지를 제 1 검사하는 단계와,

(c3) 상기 제 1 검사 결과, 상기 정의된 횟수만큼 연속해서 FDI가 검출되면 상기 경유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여 절체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와,

(c4) 상기 제 1 검사 결과, 상기 정의된 횟수만큼 연속해서 FDI가 검출되지 않으면,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는

지를 제 2 검사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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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상기 제 2 검사 결과, 상기 운용 LSP에서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출구 노드의 앞단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절체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와,

(c6)상기 제 2 검사 결과, 예비 LSP에서 CV 패킷이 수신되지 않으면 LSP 장애로 판단하여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

지 않는 단계와,

(c7) 상기 제 2 검사 결과, 상기 운용 LSP에서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이내에 수신이 되면 LSP가 정상임을 판단하고 리턴

패스에 CV 패킷을 삽입하여 상기 운용 LSP로 MPLS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

체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c5) 단계는,

예비 LSP로 절체 하기 전에 상기 예비 LSP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결과, 상기 예비 LSP에서 CV 패킷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으면 리턴 패스를 이용해 BDI 신호를 삽입하는 단

계와,

상기 예비 LSP를 선택하여 MPLS 패킷을 받을 준비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체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리턴 패스를 통해 CV 패킷 혹은 BDI 패킷이 수신되는지 감시하는 단계와,

(d2) 상기 감시 결과 수신되는 CV 패킷이 일정한 주기로 수신되면, 절체 동작을 해제하고, 예비 LSP의 연결 상태를 상기

출구 노드가 알 수 있도록 제어하는 단계와,

(d3) 상기 감시결과 BDI 패킷이 수신되면,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BDI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단

계와,

(d4) 상기 검사결과, 상기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BDI가 수신되면 멀티캐스팅 스위치를 제어하여 운용 LSP

와 예비 LSP로 동시에 MPLS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단계와,

(d5) 상기 검사결과 BDI가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수신되지 않으면 운용 LSP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여 절체 동작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체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d5) 단계는 입구 노드에서 더 이상 BDI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CV 신호가 수신되면 멀티캐스팅 기능을 중지하고 운

용 LSP으로만 MPLS 패킷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체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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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망 내의 입구 노드에서 수행되는 MPLS LSP(Label-Switched Paths) 보호절체

장치에 있어서,

리턴 패스(return path)로부터 다운 스트림(down-stram) LSP의 장애 발생여부를 위한 BDI(Backward Defect

Indication)를 검출하는 BDI 검출부와,

상기 BDI 검출시 입력되는 MPLS 패킷을 운용 LSP와 예비 LSP로 멀티캐스팅(muticasting)하는 멀티 캐스팅 스위치와,

출구 노드에서 예비 LSP의 연결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CV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는 CV 패킷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청구항 9.

MPLS 망의 경유 노드에서 수행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MPLS 신호로 물리계층 장애를 검출하는 장애 검출부와,

상기 장애 검출시 장애가 발생한 운용(working) LSP를 통해 FDI(Forward Defect Indication) 신호의 삽입여부를 제어하

는 FDI 삽입 스위치와,

장애 정보를 갖는 FDI 패킷을 실시간 생성시키는 FDI 패킷 생성부와,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에 대한 레이블을 생성하는 레이블 생성부와,

상기 FDI 삽입 스위치의 제어로 출력되는 MPLS 패킷을 스위칭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릿과,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릿에서 출력되는 MPLS에 대한 레이블을 교환(swapping)하는 레이블 변환부와,

상기 교환된 패킷을 전송하는 물리계층 PH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FDI 패킷 생성부는 매 3msec 이하의 단위로 FDI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보호절체 장치.

청구항 11.

MPLS 망의 출구 노드에서 수행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로부터 FDI 신호를 검출하는 FDI 검출부와,

상기 검출되는 FDI를 이용하여 운용 LSP와 예비 LSP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어하는 스위치 패브릭 제어부와,

상기 검출되는 FDI를 이용하여 장애가 발생된 운용 LSP에 대한 장애 발생위치 및 BDI 신호를 생성하는 BDI 패킷 생성부

와,

장애 발생시 리턴 패스에 상기 생성된 BDI 패킷이 삽입되도록 하는 BDI 삽입 스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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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리턴 패스에 대한 레이블을 처리하는 LSP 레이블 생성부와,

CV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리턴 패스의 연결 상태를 입구 노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CV 패킷 생성부와,

상기 BDI 삽입 스위치를 거쳐 출력되는 상기 BDI 및 CV 패킷을 스위칭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과,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릿에서 스위칭된 패킷을 수송하는 물리계층 PH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LSP 보호

절체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 및 제 11 항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CV 패킷 생성부는 CV 패킷의 생성주기를 10ms에서 500msec까지 10ms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청구항 13.

피드백되는 BDI(Backward Defect Indication) 신호를 통해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운용(working) LSP 및 예비

(protection) LSP로 멀티 캐스팅하는 입구 노드와,

상기 입구 노드에서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중계하고 장애 발생시 FDI를 생성하는 경유 노드와,

상기 경유 노드에서 입력되는 MPLS LSP로부터 MPLS 트래픽을 추출하고 FDI이 검출되면 BDI를 삽입하여 상기 입구 노

드로 Return path를 통해 피드백하고 예비 LSP로 절체하는 출구 노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PLS LSP 보호절

체 시스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LSP(Label-Switched Paths) 보호절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서, 특히, MPLS LSP를 1:1 방식으로 이중화하여 LSP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발생 회선에 대한 보호절체를 수행하

기 위한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호절체 기술은 동기식 광전송 장치인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SONET(Synchronous Optical

NETwork)에 많이 적용되어 온 기술이다. 또한, SDH/SONET에서는 1:1 및 1:N 등과 같은 점대점 방식인 선형 보호절체

기술뿐만 아니라 UPSR(Undirectional Path Switched Ring) 및 BLSR(Bidirectional Line Switched Ring) 등과 같이 자

기 치유기능을 갖는 환형망 보호절체 기술도 있다.

통상적으로 SDH/SONET에 적용되는 보호절체 기술은 50msec이내에 절체가 완료되어 트래픽 손실을 최소화시켜 하위

계위 장치에서는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MPLS LSP에서는 이와 같이 물리적인 계층에서 보호절

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50msec 이내에서 절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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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MPLS기술로서는 LSP에서 장애가 발생시에는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LSP의 가용성이 떨어지고 LSP를 통

해 전달되는 트래픽에 대한 신호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장애 발생시 장애 발생 LSP에 대한 신속한 보호절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LSP를 재설정하거나 장애 복구(Restoration) 기능에 의해 장애 발생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새

로운 경로를 계산하고 설정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트래픽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MPLS 시스템은 LSP 재설정 및 장애 복구 기능에 의해 LSP가 우회 경로를 통해 재설정 되므로 장애 복구 시간

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MPLS 망의 가용도가 떨어지고 품질 보장형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MPLS LSP에서 50msec 이내에서 실시간으로

보호절체(protection switching)가 가능한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운용 LSP와 예비 LSP를 1:1 방식으로 운용하는 MPLS 시스템에서 하나의 운용 LSP에 대해 전용

의 LSP를 두어 운용 LSP에서 장애 발생시 FDI/BDI(Forward Defect Indication/Backward Defect Indication)신호를 신

속히 처리할 수 있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방법의 특징은 (a) 하나의 운용 LSP에 대해 전용

의 예비(protection) LSP와 장애 여부를 알리는 BDI(Backward Defect Indication)를 수송하는 리턴 패스를 설정하는 단

계와, (b) 상기 운용 LSP의 경유 노드에서 장애 발생시 장애 정보를 갖는 FDI(Forward Defect Indication)을 생성하여 출

구 노드로 송신하는 단계와, (c) 상기 출구 노드에서 FDI를 검출하여 BDI를 삽입하고 상기 운용 LSP를 상기 예비 LSP로

절체하는 단계와, (d) 상기 입구 노드에서 상기 BDI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운용 LSP와 상기 예비 LSP로 MPLS 트래픽을

멀티 캐스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데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FDI의 생성은 매 3msec 이하의 단위로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b) 단계는 (b1) 상기 운용 LSP가 수송되고 있는 물리계층의 장애를 감시하는 단계와, (b2) 상기 물리계

층에서 LOS(Loss of Signal) 혹은 기타 장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b3) 상기 판단 결과, 장애로 인해 상기 운용

LSP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FDI신호를 삽입하는 단계와, (b4) 상기 판단 결과, 물리계층에서 장애가 없을 경우는 FDI 삽입

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c) 단계는 (c1) 상기 운용 LSP의 장애 발생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FDI 또는 CV(Connectivity

Verification) 패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단계와, (c2) 상기 운용 LSP에서 FDI가 연속해서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검출

되었는지를 제 1 검사하는 단계와, (c3) 상기 제 1 검사 결과, 상기 정의된 횟수만큼 연속해서 FDI가 검출되면 상기 경유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절체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와, (c4) 상기 제 1 검사 결과, 상기 정의된 횟수만큼

연속해서 FDI가 검출되지 않으면,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는지를 제 2 검사하는 단계와, (c5) 상기 제 2 검사

결과, 상기 운용 LSP에서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지 않으면 출구 노드의 앞단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하여 절체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와, (c6)상기 제 2 검사 결과, 예비 LSP에서 CV 패킷이 수신되지 않으면 LSP 장애로 판단

하여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 단계와, (c7) 상기 제 2 검사 결과, 상기 운용 LSP에서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이내에 수신이 되면 LSP가 정상임을 판단하고 리턴 패스에 CV 패킷을 삽입하여 상기 운용 LSP로 MPLS 패킷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c5) 단계는, 예비 LSP로 절체 하기 전에 상기 예비 LSP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상기 검사결과, 상기 예비 LSP에서 CV 패킷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으

면 리턴 패스를 이용해 BDI 신호를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예비 LSP를 선택하여 MPLS 패킷을 받을 준비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d) 단계는, (d1) 리턴 패스를 통해 CV 패킷 혹은 BDI 패킷이 수신되는지 감시하는 단계와, (d2) 상기 감

시 결과 수신되는 CV 패킷이 일정한 주기로 수신되면, 절체 동작을 해제하고, 예비 LSP의 연결 상태를 상기 출구 노드가

알 수 있도록 제어하는 단계와, (d3) 상기 감시결과 BDI 패킷이 수신되면,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BDI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와, (d4) 상기 검사결과, 상기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BDI가 수신되면 멀티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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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 스위치를 제어하여 운용 LSP와 예비 LSP로 동시에 MPLS 패킷을 보낼 수 있도록 제어하는 단계와, (d5) 상기 검사

결과 BDI가 정의된 복수의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수신되지 않으면 운용 LSP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절체 동작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d5) 단계는 입구 노드에서 더 이상 BDI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CV 신호가 수신되면 멀티캐스팅 기능을

중지하고 운용 LSP으로만 MPLS 패킷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의 특징은 MPLS 망 내의 입구 노드에서 수행

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에 있어서, 리턴 패스(return path)로부터 다운 스트림(down-stram) LSP의 장애 발생여

부를 위한 BDI를 검출하는 BDI 검출부와, 상기 BDI 검출시 입력되는 MPLS 패킷을 운용 LSP와 예비 LSP로 멀티캐스팅

(muticasting)하는 멀티 캐스팅 스위치와, 출구 노드에서 예비 LSP의 연결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CV 패킷을 주기적으

로 생성하는 CV 패킷 생성부를 포함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의 다른 특징은 MPLS 망의 경유 노드에서 수

행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MPLS 신호로 물리계층 장애를 검출하는 장애 검출부와, 상기 장애

검출시 장애가 발생한 운용(working) LSP를 통해 FDI 신호의 삽입여부를 제어하는 FDI 삽입 스위치와, 장애 정보를 갖는

FDI 패킷을 실시간 생성시키는 FDI 패킷 생성부와,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에 대한 레이블을 생성하는 레이블 생성부와,

상기 FDI 삽입 스위치의 제어로 출력되는 MPLS 패킷을 스위칭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릿과,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릿에서

출력되는 MPLS에 대한 레이블을 교환(swapping)하는 레이블 변환부와, 상기 교환된 패킷을 전송하는 물리계층 PHY를

포함하는데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FDI 패킷 생성부는 매 3msec 이하의 단위로 FDI 패킷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의 또 다른 특징은 MPLS 망의 출구 노드에서

수행되는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로부터 FDI 신호를 검출하는 FDI 검출부와, 상기

검출되는 FDI를 이용하여 운용 LSP와 예비 LSP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어하는 스위치 패브릭 제어부와, 상기 검출되는

FDI를 이용하여 장애가 발생된 운용 LSP에 대한 장애 발생위치 및 BDI 신호를 생성하는 BDI 패킷 생성부와, 장애 발생시

리턴 패스에 상기 생성된 BDI 패킷이 삽입되도록 하는 BDI 삽입 스위치와, 상기 리턴 패스에 대한 레이블을 처리하는 LSP

레이블 생성부와, CV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리턴 패스의 연결 상태를 입구 노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CV 패

킷 생성부와, 상기 BDI 삽입 스위치를 거쳐 출력되는 상기 BDI 및 CV 패킷을 스위칭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과, 상기 패

킷 스위치 패브릿에서 스위칭된 패킷을 수송하는 물리계층 PHY를 포함하는데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CV 패킷 생성부는 CV 패킷의 생성주기를 10ms에서 500msec까지 10ms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시스템의 특징은 피드백되는 BDI 신호를 통해 입

력되는 MPLS 트래픽을 운용(working) LSP 및 예비(protection) LSP로 멀티 캐스팅하는 입구 노드와, 상기 입구 노드에

서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중계하고 장애 발생시 FDI를 생성하는 경유 노드와, 상기 경유 노드에서 입력되는 MPLS

LSP로부터 MPLS 트래픽을 추출하고 FDI가 검출되면 BDI를 삽입하여 상기 입구 노드로 리턴패스를 통해 피드백하고 예

비 LSP로 절체하는 출구 노드를 포함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성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정상적인 1:1 MPLS LSP의 이중화 시스템의 구성예시도이다.

도 1과 같이, 피드백되는 BDI 신호를 통해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운용 LSP(110) 및 예비(protection) LSP(111)로 멀

티 캐스팅하는 입구(Ingress) 노드(101)와, 상기 입구(Ingress) 노드(101)에서 입력되는 MPLS 트래픽을 중계하고 장애

발생시 FDI를 생성하는 경유(Transit) 노드(103)와, 상기 경유(Transit) 노드(103)에서 입력되는 MPLS LSP로부터

MPLS 트래픽을 추출하고 FDI가 검출되면 BDI를 삽입하여 상기 Ingress 노드(101)로 리턴 패스(112)를 통해 피드백하고

예비 LSP(111)로 절체하는 출구(Egress) 노드(102)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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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구(Ingress) 노드(101)는 도 2와 같이, 1:1 절체를 위해 운용 LSP(110)와 예비 LSP(111)를 포함하며, 리턴 패스

(return path)로부터 다운 스트림(down-stram) LSP의 장애 발생여부를 위한 BDI를 검출하는 BDI 검출부(12)와, BDI 검

출시 입력되는 MPLS 패킷을 운용 LSP(110)와 예비 LSP(111)로 멀티캐스팅(muticasting)하는 멀티 캐스팅 스위치(14)

와, 상기 Egress 노드(102)에서 예비 LSP(111)의 연결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CV 패킷을 생성하는 CV 패킷 생성

부(1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CV 패킷 생성부(16)는 CV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며 생성주기는 10ms에서 500msec까지 10ms단위로 설

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경유(Transit) 노드(103)는 도 3과 같이, 입력되는 MPLS 신호로 물리계층 장애를 검출하는 장애 검출부(21)

와, 상기 장애 검출시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를 통해 FDI 신호의 삽입여부를 제어하는 FDI 삽입 스위치(22)와, 장애 정보

를 갖는 FDI 패킷을 실시간 생성시키는 FDI 패킷 생성부(23)와,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에 대한 레이블을 생성하는 레이

블 생성부(24)와, 상기 FDI 삽입 스위치(22)의 제어로 출력되는 MPLS 패킷을 스위칭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릿(25)과, 상

기 패킷 스위치 패브릿(25)에서 출력되는 MPLS에 대한 레이블을 교환(swapping)하는 레이블 변환부(26)와, 상기 교환된

패킷을 전송하는 물리계층 PHY(27)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FDI 패킷 생성부(23)는 매 3msec 이하의 단위로 FDI 패킷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 상기 출구(Egress) 노드(102)는 도 4와 같이, 장애가 발생한 운용 LSP(110)로부터 FDI 신호를 검출하는 FDI 검출부

(31)와, 상기 검출된 FDI를 이용하여 운용 LSP(110)와 예비 LSP(111)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어하는 스위치 패브릭 제

어부(32)와, 상기 FDI 검출부(31)에서 검출되는 FDI를 이용하여 장애가 발생된 운용 LSP(110)에 대한 장애 발생위치 및

BDI 신호를 생성하는 BDI 패킷 생성부(33)와, 장애 발생시 리턴 패스(112)에 상기 생성된 BDI 패킷이 삽입되도록 하는

BDI 삽입 스위치(34)와, 상기 리턴 패스(112)에 대한 레이블을 처리하는 LSP 레이블 생성부(35)와, CV 패킷을 주기적으

로 생성하여 리턴패스의 연결 상태를 Ingress 노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CV 패킷 생성부(36)와, 상기 BDI 삽입 스

위치(34)를 거쳐 출력되는 상기 BDI 및 CV 패킷을 스위칭하는 패킷 스위치 패브릭(37)과, 상기 패킷 스위치 패브릿(37)에

서 스위칭된 패킷을 수송하는 물리계층 PHY(38)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CV 패킷 생성부(36)는 CV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며, 생성주기는 10ms에서 500msec까지 10ms단위로 설

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장치에 대한 동작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MPLS는 IP등과 같은 데이터 트래픽에 Shim이란 헤더(header)를 붙여 트래픽을 수송하는 일종의 전달 기술이다. 그리고

상기 Shim 헤더에는 트래픽을 수송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레이블이 있다.

이 레이블은 상기 입구(Ingress) 노드(101)에서 생성 삽입되며, 상기 출구(Egress) 노드(102)에서 레이블이 추출 삭제된

다. 그리고 경유(Transit) 노드(103)에서 레이블을 교환하여(swapping)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MPLS LSP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에서는 상기 입구 노드(101)로 입력된 MPLS 트래픽은 운용 LSP(110)을 경

유 노드(103)로 통해 출구 노드(102)로 전달된다. 또한 예비 LSP(111)와 리턴 패스(112)에 대해 장애 발생 여부를 감시하

기 위한 MPLS-OAM(Operation, Adminstration, Maintenance) 패킷을 주기적으로 삽입한다.

한편 운용 LSP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도 5에서처럼 입구 노드(101)와 경유 노드(103)사이에서 케이블 절단

이나 기타 장애(104)로 인해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 LSP(111)을 통해 트래픽이 보호된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1:1 MPLS LSP의 이중화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의 경유 노드(101), 출구 노드

(102) 및 입구 노드(103)에서의 동작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 실시예 -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경유 노드에서 MPLS LSP에서 장애발생시 FDI삽입에 대한 제 1 실시예에 대한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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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입구 노드(101)와 경유 노드(103) 사이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유 노드(103)에서 장애

를 검출하여 FDI 신호를 하드웨어적으로 삽입한다.

즉, MPLS LSP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FDI 삽입 스위치(22)는 "정상" 상태를 선택하도록 하여 MPLS 패킷은

패킷 스위칭 패브릭(25)에 의해 스위칭되고 난 후 레이블 변환부(26)에 의해 레이블이 교환(swapping)되어 물리계층인

PHY(27)을 통해 다음 노드로 전달된다.

그러나 MPLS LSP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검출부(21)에 의해 제어되어 FDI 삽입 스위치(22)는 "장애" 상태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FDI 패킷 생성부(23)에서는 도 6과 같은 FDI/BDI OAM 패킷을 매 3msec 이하 단위로 생성하게 한

다. 그리고 LSP 레이블 생성부(24)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LSP에 대해 도 6과 같은 MPLS 헤더 레이블을 생성시킨다.

그러면 상기 LSP 레이블 생성부(24)에서 생성된 MPLS 헤더 레이블과 FDI 패킷 생성부(23)의 출력신호가 더해져서 도 6

과 같은 MPLS-FDI OAM 패킷을 생성하게 한다.

이때, 상기 장애 검출부(21)는 도 5에서 도시된 것과 같이 출구 노드(102)에서 신호가 동작하는 상태를 통해 케이블 절단

등과 같은 장애(104)를 찾아내고, 상기 장애 검출부(21)에서 이 장애(104)를 검출하여 FDI 삽입스위치(22)를 제어한다.

도 7 은 경유 노드에서 FDI 패킷 삽입과정에 대한 일실시예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LSP가 수송되고 있는 물리계층의 장애를 감시한다(S10).

이어 물리계층에서 LOS(Loss of Signal) 혹은 기타 장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S20).

상기 판단 결과(S20), 장애로 인해 MPLS LSP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운용 LSP(110)에 3msec 주기로 FDI 신호를 삽입하

고(S30), 상기 판단 결과(S20), 물리계층에서 장애가 없을 경우는 FDI 삽입과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 제 2 실시예 -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출구 노드에서 BDI 패킷에 FDI를 삽입하기 위한 일실시예에 대한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제 1 실시예에서와 같이 경유 노드(103)에서 보내진 MPLS 패킷은 FDI 검출부(31)에서 받아서

FDI를 검출하게 된다. 이때, 상기 FDI 검출부(31)에서 FDI가 검출되면, 경유 노드(103)에서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BDI 삽입 스위치(34)가 제어된다.

즉, 상기 BDI 삽입스위치(34)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리턴 패스(112)의 연결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CV(Connectivity

Verification) 패킷 생성부(36)의 출력신호를 선택한다. 이때, 상기 CV 패킷 생성부(36)는 CV 패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하

며 생성주기는 10ms에서 500msec까지 10ms단위로 설정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BDI 패킷 생성부(33)는 도 6과 같은 패킷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상기 패킷에 장애 발생 위치를 나타내는 DL

(Defect Location)은 FDI 패킷에 실려온 내용을 참조로 한다.

LSP 레이블 생성부(35)는 리턴 패스(112)에 대한 레이블을 생성시켜 상기 BDI 패킷 생성부(33)의 출력과 더해져 BDI

OAM 패킷이 만들어 진다. 이때, 상기 LSP 레이블 생성부(35)는 상기 FDI 검출부(31)에 의해 BDI 삽입스위치(34)가 장애

상태로 스위칭될 때 빠른 절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msec마다 BDI OAM 패킷을 생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발생된 BDI OAM 패킷은 패킷 스위치 패브릭(37)에 의해 리턴 패스(37)로 스위칭되어 물리계층(38)을 통하여 입

구 노드(101)로 보내진다.

한편 상기 FDI 검출부(31)는 스위치 패브릭 제어부(32)를 이용하여 패킷 스위치 패브릭(37)이 예비 LSP(111)를 선택하도

록 하여 MPLS 패킷을 받을 준비를 한다.

도 8 은 출구 노드에서 보호절체 기능을 수행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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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운용 LSP(110)의 장애 발생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FDI 또는 CV 패킷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때, FDI 신호가 검출될 경우에는 경유 노드(103)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고, CV 패킷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는 출구

노드(102) 바로 앞단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판단한다.

그래서 상기 감시 결과, 운용 LSP(110)에서 FDI가 연속해서 3번 연속 검출되었는지를 검사한다(S40). 여기서 3번 연속

FDI수신을 검사하는 이유는 장애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상기 감시 결과(S40), FDI가 검출되면 경유 노드(103)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절체 제어와 관련된 동

작을 수행한다(S60, S70, S80).

그리고 상기 감시 결과(S40), FDI가 검출되지 않으면, 운용 LSP(110)에서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는지를 검

사한다(S50). 이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LSP에서는 일정한 주기로 CV 패킷이 수신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기 검사 결과(S50), CV 패킷이 수신되지 않으면 출구 노드의 앞단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한다(S60, S70, S80).

이때, 상기 절체와 관련된 동작(S60, S70, S80)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 LSP(111)로 절체 하기 전에 예비 LSP(111)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

고 있는지를 검사한다(S60).

상기 검사결과(S60), 예비 LSP(111)에서 CV 패킷이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으면 예비 LS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리턴 패스를 이용해 3msec간격으로 BDI 신호를 삽입한다(S70). 이때, 상기 BDI 신호 삽입은 입구 노드

단에서 BDI 신호를 이용하여 운용 LSP(110)와 예비 LSP(111)로 MPLS 트래픽을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제어하기 위함이

다.

이어 상기 예비 LSP(111)를 선택하여 MPLS 패킷을 받을 준비를 한다(S80).

한편 상기 검사결과(S60), 예비 LSP(111)에서 CV 패킷이 수신되고 있지 않는다면, LSP 장애로 판단하고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하지 않는다.

또한 운용 LSP(110)에서 CV 패킷이 일정한 시간 이내에 수신이 되면 LSP가 정상임을 판단하고 리턴 패스에 CV 패킷을

삽입한다(S90).

한편, 상기 절체 해제와 관련된 동작은 출구 노드(102)에서 CV 신호가 일정한 시간 내에 수신되고 FDI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운용 LSP(110)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리턴 패스에 BDI 신호 대신 CV 신호를 실어 보낸다. 그

런 후 운용 LSP(110)로 MPLS 트래픽을 수신한다.

- 제 3 실시예 -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입구 노드에서 운용 LSP와 예비 LSP로 MPLS 패킷의 멀티캐스팅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제 2 실시예에서와 같이 출구 노드(102)에서 보내진 BDI OAM 패킷은 BDI 검출부(12)에서 받

아서 BDI를 검출하게 된다. 이때, 상기 BDI 검출부(12)에서 BDI가 검출되면, 출구 노드(102)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멀티 캐스팅 스위치(14)를 제어하여 MPLS 패킷을 운용 LSP(110)와 예비 LSP(111)로

멀티캐스팅 시켜 보호절체 기능 중 송신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멀티 캐스팅 스위치(14)를 이용함으로서 SDH/SONET의 1:1 절체방식에서 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트래픽을 운용

링크와 예비 링크로 브릿지시키는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도 9 는 입구 노드에서 BDI 패킷 수신시 멀티캐스팅 스위치를 제어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에 대한 상세 흐름도로서, 입

구 노드(101)에서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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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리턴 패스(112)를 통해 CV 패킷 혹은 BDI 패킷이 수신되는지 감시한다(S90).

이어 상기 수신되는 CV 패킷이 일정한 주기로 수신되는지를 판단한다(S100).

상기 판단 결과(S100) 일정한 주기로 수신되면, 운용 LSP(110)가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CV 패킷 생성부(16)를 선택하여 예비 LSP(111)의 연결 상태를 출구 노드(102)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판단 결과(S100) CV 패킷 대신 BDI 패킷이 수신되면, 먼저 3번 연속 BDI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한다

(S110).

그리고 상기 검사결과(S110), 3번 연속 BDI가 수신되면 멀티캐스팅 스위치(14)를 제어하여 운용 LSP(110)와 예비 LSP

(111)로 동시에 MPLS 트래픽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S120).

그리고 상기 검사결과(S110) BDI가 연속 3번 수신되지 않으면, 운용 LSP(110)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여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때, 상기 절체 해제와 관련된 동작은 입구 노드(101)에서는 더 이상 BDI 신호가 수신되지 않고 CV 패킷이 수신되면 멀

티캐스팅 기능을 중지하고 운용 LSP(110)으로만 MPLS 트래픽을 실어 보낸다.

도 10 은 50msec 이내 절체를 위해 각 노드에서 소요되는 처리 시간에 대한 실시예에 대한 구성도로서, 50msec 이내에

절체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FDI/BDI 삽입 및 추출 그리고 물리적인 전달 지연을 고려하여 계산한 일예를 보여준다.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먼저 경유 노드(103)에서 FDI를 3msec으로 삽입하면 출구 노드(102)에서 3번 연속수신은

9msec가 된다. 또한 출구 노드(102)에서도 BDI를 3msec 주기로 삽입하면 입구 노드(101)에서 검출시간은 9msec가 된

다.

한편 광학 전달 지연(optical propagation delay)은 100km당 약 0.4msec만큼 지연되므로 예제에서와 같이 500km를 가

정할 경우 2msec가 소요된다.

따라서 입구 노드(101)와 출구 노드(102)에서 예비 LSP(111)로 절체하기 위한 여유시간은 36msec가 되므로 50msec 이

내에 절체하기 위해서 입구 노드(101)와 출구 노드(102)에서 각각 28msec이내에 절체와 관련된 동작을 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서는 MPLS LSP를 1:1 방식으로 운용 LSP(110)와 전용의 예비 LSP(111)를 구성하여 보호절체를 수

행함에 있어서 50msec이내에 절체가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통해 본 발명의 최적 실시예를 개시하였다. 용어들은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

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 장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MPLS LSP를 1:1 방식으로 운용 LSP와 전용의 예비 LSP구성하여 보호절체를 수행함에 있어서 50msec이내에 절

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MPLS 망의 가용도를 SDH/SONET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둘째, 절체와 관련된 FDI와 BDI신호처리를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여 기존의 SDH/SONET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지보수

신호와 인터페이스가 간단해지고 MPLS계층과 물리계층을 직접 인터페이스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별도의 소프트웨

어적인 인터페이스 모듈이 필요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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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정상적인 1:1 MPLS LSP의 이중화 시스템의 구성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Ingress 노드에서 운용(working) LSP와 예비(protection) LSP로 MPLS 패킷의 멀티캐스팅에 대

한 일실시예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Transit 노드에서 MPLS LSP에서 장애발생시 FDI삽입에 대한 일실시예에 대한 구성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Egress 노드에서 BDI 패킷을 FDI삽입에 대한 일실시예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비정상적인(장애 발생) 1:1 MPLS LSP의 이중화 시스템의 구성예시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예비 절체(switching)를 위한 MPLS-FDI/BDI OAM 패킷 포맷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Transit 노드에서 FDI 패킷 삽입과정에 대한 일실시예에 대한 상세 흐름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Egress 노드에서 FDI패킷 검출 및 BDI 패킷 삽입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상세 흐름도

도 9 는 본 발명에 따른 Ingress 노드에서 BDI 패킷 수신호 멀티캐스팅 스위치를 제어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에 대한

상세 흐름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MPLS LSP 보호절체가 50msec 이내 절체를 위해 각 노드에서 소요되는 처리 시간에 대한 실시

예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BDI 검출부 14 : 멀티 캐스팅 스위치

16, 36 : CV 패킷 생성부 21 : 장애 검출부

23 : FDI 패킷 생성부 24, 35 : LSP 레이블 생성부

25, 37 : 패킷 스위치 패브릭 26 : 레이블 변환부

27, 38 : PHY 31 : FDI 검출부

32 : 스위치 패브릭 제어부 33 : BDI 패킷 생성부

34 : BDI 삽입 스위치 101 : Ingress 노드

102 : Egress 노드 103 : Transit 노드

104 : 장애 110 : 운용 LSP

111 : 예비 LSP 112 : 리턴 패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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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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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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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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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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