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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망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링크 복구(link restoration) 에 있어서, 

GMPLS(Generaliz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시그널링, 라우팅 및 링크 관리 프로토콜(Link Managemen

t Protocol : LMP)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재복구(local re-pair)함으로써 상기 링크 복구를 구현하는 빠른 재루트(fas

t re-route)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수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광네트워크에서 링크 또는 노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재루트(re-route)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그레스(ingress) 노드에서 레이블 요청을 위한 경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후의 노드에서는 상위 노드로부

터 상기 경로 메시지를 수신하여 경로 메시지에 포함된 주 LSP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다음 노드의 경로를 계산하여 주 

LSP를 설정하고, 다음 노드의 장애를 대비하여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로의 우회경로를 계산하는 주 LSP 설정 단

계와, 소정의 노드에서 광손실(LOL)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노드에서 상기 광손실(LOL)이 발생하는지 확인하

고, 그 결과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상위 노드로 송부하는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와, 상기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에서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주 LSP 설정 단계에서

계산된 상기 우회경로에 따라 데이터를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우회경로를 설정하는 우회경로 설정단계를 포함하는 

GMPLS를 통한 빠 른 재 루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대표도

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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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GMPLS,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 재루트, LSP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재루트 방법에 대한 일례를 도시한 예시도이다.

도 2는 종래의 재루트 방법에 대한 다른 예를 도시한 예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광 전송망의 노드인 OXC(Optical Cross Connect)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빠른, 재루트 경로를 포함하는 주 작동 경로(main working path)의 설정 단계를 보이는 흐름

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주 작동 경로가 설정되는 광 통신망의 예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장애 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우회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0 : 광 전송 평면 서브시스템(OTPS)

320 : 운용 보전 서브시스템(OAMS)

330 : 광 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

321 : 장애관리(FM) 322 : 성능관리(PM)

323 : 구성관리(CM) 331 : 광 링크관리(OLM)

332 : 광 자원 예약 프로토콜 처리(ORV)

333 : 광 망 신호 응용관리(OSA)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전송망(optical transport network)에서 광 링크(optical link) 또는 그 경로(path)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빠르게 재루트(fast re-route)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종래의 MPLS(Multi-Protocol L

abel Switching)망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링크 복구 (link restoration) 에 있어서, GMPLS(Generalized Multi-Proto

col Label Switching) 시그널링, 라우팅 및 링크 관리 프로토콜(Link Management Protocol : LMP) 정보를 이용하

여 지역 재복구(local re-pair)함으로써 라인 복구를 구현하는 빠른 재루트(re-route)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WDM(Wavelength Divisio

n Multiplexer)을 기반으로 하는 광 전송망(optical transport network)이 점차 캐리어 망(carrier network)에 도입

되고 있다. 이와 같이 WDM망에서 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례가, 2001년 John Y. Weid외 4인에 의해 OFC'200

1(pp. PD33-1)의 논문 'IP over WDM Network Traffic Engineering Demonstration and Experimentation'에 게

재되어 있다.

상기 WDM 기술은 수백개의 광 채널을 다중화함으로써 하나의 광섬유(fiber)가 매우 넓은 대역을 수용할 수 있는 특

징이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현재 수십 개의 광 채널을 다중화하는 P-T-P WDM 링크(link)들을 캐리어 망(carrier n

etwork)에서 수용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SONET/SDH 망과 같이 망 확장에 따른 확장성, 장비의 비용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광 전송망에서 광 링크(optical link) 또는 경로(path)의 장애는 전기적인 전송망에서의 

장애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기 광 전송망에서는 SONET rings 성능에 부합할 수 있는 

빠른 복구(restoration)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광 복구(optical restoration)는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용 백업 경로(dedicated back-up path) 및 선계획

(pre-planed)망 자원 예약 등을 수행하는 보호(protection)와 장애가 발생한 이후 백업 경로를 설정하는 협의의 복구

(restoration)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경로 스위칭(path switching)과 라인 스위칭(line swit

ching)이 존재한다. 상기 라인 스위칭 기술 중 하나인 링크 복구 (link restoration) 기술은 장애가 발생된 두 개의 노

드 사이에서 다시 재설정 루트를 계산·설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복구 시간 및 자원 효율성에 대한 많은 고려가 이

루어져야 한다. 본 발명은 이러한 링크 복구 (link restoration)를 GMPLS 시그널링, 라우팅 및 링크 관리 프로토콜(L

MP)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재복구(local re-pair)함으로써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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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망에서 빠른 재루트(fast re-route)는, 장애가 감지되는 위치에서는

어떠한 시그널링도 수행하지 않고 링크 장애에 인접한 곳에서 바로 데이터 트래픽을 선회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이러한 빠른 재루트 과정에서 복구가 수행되어야 하는 시작점은 LSP(Label Switching Path, 이하 LSP)의 쏘

스(source) 노드가 아니라 장애가 감지되는 점이며, 이로 인해 시그널링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복구 지점까지 장애를 

전파할 필요가 없게된다. 대부분의 빠른 재루트(fast re-route) 보호 스킴(scheme)은 프리시그널드 백업 리쏘스(pre

-signaled backup resource)에 의존하고 장애가 복구 지점에 보고되었을 때, 단순히 그 노드 내에 프로그램 수정으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빠른 재루트 보호 스킴에 의하면, 이전의 레이블 및 포트가 다른 레이블 및 포트를 통해 데이터

가 흐르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빠른 재루트(fast re-route)의 간단한 형태로서 링크(link) 보호(protection)가 있다. 상기 

링크 보호에서는 LSP 터널이 백업용으로 설정되고, LSP는 병렬 가상 링크(parallel virtual link)를 제공하여 장애가 

발생할 시 물리(physical) 링크로부터 가상(vitual) 링크로 트래픽을 교환함으로써 최소한의 손실을 갖도록 한다. 이

러한 링크 보호는 도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LSR(Label Switched Router) A(101)와 LSR B(102) 사이에 링크를 보호

하기 위한 터널(Ta)이 설정되어 있다. 상기 LSR A(101)와 LSR B(102) 사이의 링크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LSP

(La)는 상기 터널(Ta)로 우회한다. 이때, 백업 LSP 즉, 상기 터널(Ta)의 용량(capacity)은 원래의 LSP(La)에 상당하

는 용량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존의 패킷들은 가상 link로 흐르면서 부가적인 레이블을 부여받아 스태킹(stacking) 됨

으로써, 패킷들이 포워딩 되면서 상위 레이블이 사용된다. 패킷이 장애된 반대편 노드, 즉 LSR B(102)에 도착했을 때

, 상위의 레이블은 떼어내어지고, 하위의 레이블에 따라서 패킷이 포워딩 된다. 이러한 종래의 빠른 재루트 방법에서

는, 각 작동 링크마다 설정된 백업 터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망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망에서 예약해야 하는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를 사용하는 MPLS 망에서 빠른 재루트(fast re-route)를 위한 또 다른 스

킴(scheme)으로 현재 드래프트(draft) 상태에 있는 [GAN](draft-gan-fast-reroute-00.txt, 'A Method for MPLS 

LSP Fast-Reroute Using RSVP Detours', 2001. 4. 10)이 있다. 이 스킴은 다운스트림(downstream) 링크나 노드 

장애 주위의 데이터를 루트할 수 있는 per-LSP 기반으로 우회 경로(detour path)를 구축하고 최근의 토폴로지(topol

ogy) 정보를 이용한다. 이 스킴에서 빠른 재루트(fast re-route)는 대규모 망에 백업 LSP 터널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구현되며 이를 위해 RSVP에 2개의 추가 오브젝트(object)가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다운스트림

링크와 노드 주위로 루 트할 수 있도록 우회 경로를 생성하고, 망의 링크 또는 노드가 장애인 경우, 미리 계산되고 설

정된 우회 경로(detour path)를 통해 사용자 트래픽을 우회시키게 된다. 상기한 [GAN] 스킴(scheme)은 LSP 설정시

RSVP 상에 우회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상기 우회 경로는 분산 방식으로 계산되고 설정되며, 다운스트림 

링크와 노드 장애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우회 경로는 현 노드와 다운스트림의 노드 중 하나 사이에 설정한다.

도 2는 상기 [GAN] 스킴이 적용된 일례를 보이는 것으로, 도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 LSP(200)는 네 개의 우회경

로(210, 220, 230, 240)로서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우회경로는 작동 경로 상의 어떠한 링크 장애 또는 노드 장애에

도 보호될 수 있도록 설정된다. 예를 들어, 노드B(202)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는 제1 우회경로(210)를 통

해 흐르게 한다. 즉, 상기 제1 우회경로(210)는 노드A(201)와 노드B(202) 사이 또는 노드B(202)와 노드C(203) 사이

의 링크 장애 및 노드B(202)의 노드 장애를 위한 것으로, 상기 노드A(201)에서 계산되고 초기화되며 상기 노드C(20

3)에서 병합(merge)된다. 이 때, 노드B(202)와 노드D(204)는 상기 제1 우회경로(210)를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제2 우회경로(220)는 노드C(203)와 노드D(204) 사이 또는 노드D(204)와 노드E(205) 사이의 링크 장애 및 노드D(2

04)의 노드 장애를 위한 것으로, 상기 노드C(203)에서 계산되고 초기화되며 상기 노드E(205)에서 병합(merge)되고,

제3 우회경로(230)는 노드B(202)와 노드C(203) 사이 또는 노드C(203)와 노드D(204) 사이의 링크 장애 및 노드C(2

03)의 노드 장애 를 위한 것으로, 상기 노드B(202)에서 계산되고 초기화되며 상기 노드D(204)에서 병합(merge)되며

, 제4 우회경로(240)는 노드D(204)와 노드E(205) 사이의 링크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위한 것이다.

상기 [GAN] 스킴에서 우회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 LSR(Label Switched Router)에서는 RSVP(Resource ReSerVa

tion Protocol)의 예약에 의해 기록된 루트 정보를 이용하여 주 LSP가 지나갈 다운스트림 노드, 주 LSP가 그 LSR 상

에 사용될 아웃고잉(outgoing) 링크, 보호될 다운스트림 노드를 결정할 수 있고, 우회경로를 위한 트래픽 운용 패스 

설정시 새로운 빠른-루트 오브젝트(object)를 잡고 시그널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LSR은 우회경로를 위

한 목적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GAN] 스킴의 특징은 운용자의 개입없이 동적으로 우회경로가 설정되나, 우회경로 LSP의 레이블 할당에 대

한 언급이 없고, 단방향 LSP에만 적절하고,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동안에 우회경로에 할당된 대역을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상기에서 도 1 및 도 2를 통해 설명된 종래의 재루트 방법은 전기적인 망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를 광 전송망에 적용

할 경우에는 사용자 트래픽의 그래뉴랠러티(granularity)의 차이, 레이블을 계층적으로 처리하는 레이블 스태킹(stac

king), 복구시간의 최소화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망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링크 복구 (link restoration) 를 GMPLS(Generaliz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시그널링, 라우팅 

및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 재복구(local re-pair)함으로써 상기 링크 복구를 구현하는 빠른 

재루트(fast re-route)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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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복수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광네트워크에서 링크 또는 노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재루트(re-route)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그레스(ingress) 노드에서 레이블 요청을 위한 경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후의 노드에서는 상위 노드로부터 상기 

경로 메시지를 수신하여 경로 메시지에 포함된 주 LSP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다음 노드의 경로를 계산하여 주 LSP를 

설정하고, 다음 노드의 장애를 대비하여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로의 우회경로를 계산하는 주 LSP 설정 단계와, 소

정의 노드에서 광손실(LOL)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노드에서 상기 광손실(LOL)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

를 작성하여 상위 노드로 송부하는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와, 상기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에서 해당 노

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주 LSP 설정 단계에서 계산된

상기 우회경로에 따라 데이터를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우회경로를 설정하는 우회경로 설정단계를 포함하는 GMPLS

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작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광 전송망의 노드인 OXC(Optical Cross Connect)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상기 OXC

시스템은 광 전송 평면 서브시스템(OTPS : Optical Transport Plane Sub-system)(310)과, 운용 보전 서브시스템(

OAMS : OAMamp;P Sub-system)(320)과, 광 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 : Optical Network Control Sub-sys

tem)(330)을 포함한다. 상기 광 전송 평면 서브시스템(OTPS)(310)는 물리 광 스위치 및 람다 컨버터, Add/Drop 스

위치 유닛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운용 보전 서브시스템(OAMS)(320)은 OXC 시스템의 주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이크로프로세스

와 주변회로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운용 보전 서브시스템(OAMS)(320)는 계층별 오버헤드 처리 

및 기능의 동작상태를 실시간 감시하여 그 결과를 운용자터미널에 표시 또는 장애 발생에 따 른 조치를 취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상기 운용 보전 서브시스템(OAMS)(320)는 기능적으로 OXC의 장애관리(Fault Management)(321),

성능관리(Performance Management)(322), 구성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323) 및 광 경로설정 및 망복

구(Provisioning, Protection amp; Restoration : PPR)(324) 기능을 포함한다. 특히, 상기 구성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323) 기능은 광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330)의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 기능과 정합되어 

상기 광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330)의 클라이언트 신호에 대한 각종 형상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광경로설정

및 망복구(PPR)(324) 기능은 상기 광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330)의 광 망 신호 응용관리(Optical network 

Signaling Application ; OSA)(333)와 정합되어 광경로 설정명령 이행을 위해 관련 프로토콜을 상기 광 망 신호 응용

관리(OSA)(333)를 통해 수행되도록 하며, 그 수행 결과를 다시 전송받는다.

상기 광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330)은 광통신망에서의 광 경로 설정을 위한 UNI/NNI(User Network Inter

face/Network Network Interface) 시그널링 기능 및 제어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상기 운용 보전 서브시스템(OAMS)

(320)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실제 광스위치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광통신망 제어 서브시스템(ONCS)(330)은

클라이언트와 OXC 간의 UNI-C(UNI Client) 및 UNI-N(UNI Network)에 대한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 기능을 제

공하는 광 링크관리(OLM)(331)과,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의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광 자원 예약 

프로토콜 처리(ORV)(332)와, UNI-C(UNI Client) 및 UNI-N(UNI Network)에 대한 신호방식 응용 기능을 제공하는

광 망 신호 응용관리(OSA)(333)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을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주 LSP 설정 단계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빠른, 재루트 경로를 포함하는 주 작동 경로(

main working path)의 설정 단계를 보이는 흐름도로서, 도 4를 참조하면, 주 작동 경로의 설정을 위해서 인그레스(in

gress) 노드는 주 작동 경로인 주 LSP의 설정을 위해 레이블 요청(label request)을 위한 경로설정 메시지를 생성하

고, 이를 하위 노드로 전송하며, 상기 경로설정 메시지는 중간 노드들로 전달된다. 이웃 노드로부터 상기 경로설정 메

시지를 전송 받은(S401) 노드(이하, '현재 노드'라 함)는 먼저 메시지의 타입을 검사한다(S402). 검사 결과 메시지의 

타입이 경로설정 메시지인 경우, 현재 노드는 상기 경로설정 메시지에 포함된 주 LSP에 대한 명시된 경로(explicit ro

ute)를 추출한다(S403). 상기 명시된 경로는 상기 인그레스 노드에서 계산되어 경로메세지에 포함시킨 것으로, 현재 

노드에서 우회경로(detour path)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어, 현재 노드는 다음 노드(next node)가 장애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가 목적지(destin

ation)가 되는 우회경로를 설정해야 하므로, 상기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이하, 목적지 노드)의 주소를 추출한다(S

404). 현 노드에서 상기 목적지 노드로의 가장 짧은 패스를 추출해야 하는데, 상기 목적지 노드로의 가장 짧은 패스는

주 LSP가 요구하는 자원을 만족시키고 주 LSP의 아웃고잉(outgoing) 링크를 제외한 링크로의 패스이어야 하므로 이

러한 주 LSP의 아웃고잉(outgoing) 링크를 추출한다(S405). 이어, 상기에서 추출된 목적지 노드의 주소 및 주 LSP의

아웃고잉(outgoing) 링크를 이용하여 현재 노드에서 다음 노드로의 패스를 계산 및 저장하고, 또한 다음 노드의 장애

를 대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를 목적지 노드로 하는 우회경로를 계산한다(S406). 만약 망

이 풀 메쉬(full mesh)가 아닌 경우, 상기 목적지 노드로의 우회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기 목적지 노드

의 그 다음 노드를 새로운 목적지로 하는 서브패스(sub-path) 수준의 우회경로를 계산한다(S407). 이어, 상기에서 계

산된 각종 정보들과 주 LSP의 식별자(identifier : id) 정보를 지역 테이블(local table)에 저장한다.

상기에서 현재 노드가 메시지의 타입을 검사한(S402) 결과, 메시지의 타입이 Reserv인 경우에는, 주 LSP의 링크, 포

트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할당하고(S409), 이어 상기 레이블은 추후 우회 경로를 위해 지역 테이블(local table)에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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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주 작동 경로가 설정되는 광 통신망의 예시도로서, 도 5를 참조하여 주 작동 경로가 설정되는 

과정을 다시 설명하면, 먼저 인그레스(ingress) 노드인 노드A(501)는 주 작동 경로인 LSP w(500)의 설정을 위해 레

이블 요청(label request)을 위한 경로설정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하위 노드로 전송하며, 상기 경로설정 메시지는 

중간 노드들로 전달된다. 만약 경로설정 메시지를 노드B(502)가 수신한 경우, 상기 노드B(502)는 메시지의 타입이 

경로설정 메시지임을 먼저 확인한 후, 상기 경로설정 메시지에 포함된 주 LSP에 대한 명시된 경로(explicit route)를 

추출한다. 상기 노드B(502)는 다음 노드(next node)인 노드C(502)가 장애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드C(503)의 그

다음 노드인 노드D(504)가 목적지(destination)가 되는 우회경로를 설정해야 하므로, 상기에서 추출한 명시된 경로(e

xplicit route)를 이용하여 상기 노드D(504)의 주소를 추출한다.

이어, 상기 노드B(503)주 LSP의 아웃고잉(outgoing) 링크를 추출하고, 상기에서 추출된 노드D(504)의 주소 및 주 L

SP의 아웃고잉(outgoing) 링크를 이용하여 다음 노드인 노드C(503)로의 패스를 계산 및 저장하고, 또한 노드C의 장

애를 대비하여 노드D(504)를 목적지 노드로 하는 우회경로를 계산한다. 이 때, 노드B(502)에서 노드D(504)로의 우

회경로는 노드B(501)-노드F(506)-노드D(504)의 경로가 된다. 이어, 상기 노드B(502)는 상기의 우회경로에 대한 정

보를 주 LSP의 식별자(identifier) 정보와 함께 지역 테이블(local table)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에 대해 설명한다. 광네트워크의 대부분의 스위치가 광스위치인 경우 자동적

으로 광손실(Loss of Light : LOL)을 감지하고, 광손실(LOL)이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즉, 전기적인 스위치 및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두 노드간 링크의 장애를 쉽게 감

지할 수 있지만, OXC 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도 5의 노드B(502)와 노드C(5

03)사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한 인접 노드가 아닌 다운스트림 노드(노드A에서 노드E로의 단 방향 경로

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노드C(503), 노드D(504), 노드E(505))에서 광손실에 의해 자신의 노드에 연결된 링크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에서는 데이터 링크에 대한 인지 및 장애 발

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 지역화(Localization)를 포함한 장애 관리 절차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도 5의 노드B(

502)와 노드C(503) 사이의 링크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 노드E(505)의 입력단에서는 전원 감시 시스템에 의해 빛의 

손실을 인지하여 자신의 노드에 연결된 링크의 장애로 판단하고 이를 상위 노드인 노드D(504)에 보고한다. 마찬가지

로 노드E(505)의 상위 노드인 노드D(504)에서도 각각의 입력단에서 빛의 손실을 인지하여 노드C(503)에 보고하고, 

노드C(503)역시 빛의 손실을 노드B(502)에 보고한다. 결국 노드B(502)는 그 입력단에서 손실이 없는 정상적인 빛이

입력되므로 장애의 위치를 노드B(502)와 노드C(503) 사이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에서 링크의 장애를 감지하는 것은 상기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약 이러한 링크의 장애를 제어 플랜(control plane)에 의해 감지하

려고 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LSP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 형상, 상태를 관리하는 블

록이, 자신의 노드에 연결된 링크들의 장애를 입력단의 물리 계층(예를 들면, 전원 감시 장치)로부터 감지한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역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제 발생한 장애가 자신의 노드에 관련된 링

크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노드에서 발생하여 파급된 장애인지를 감지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시그

널링 블록에 장애 정보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존재하므로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에서 이러한 장애 감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장애를 감지하여 전파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의 노드B(502)와 노드D(504) 

사이의 링크 또는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노드D(504)와 노드E(505)는 주 LSP인 LSP w(500)에 대한 광손실(

LOL)을 감지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노드E(505)는 노드D(504)에게 장애를 알리고, 상기 노드D(504)는 노드C(503)

에게 장애를 알리며, 상기 노드C(503)는 제어채널(control channel)을 통해 데이터 링크 LSP w(500)의 장애를 노드

B(502)에게 알린다. 본 발명에서, 상기 노드C(503) 자체의 장애는 스위치 장애로 장애의 범위를 제한하며, 이러한 스

위치 장애는 데이터 트래픽이 흐르는 데이터 링크들의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 상기 제어채널(control channel)은 이

더넷(Ethernet)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데이터 채널과 동일하지 않으며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하위 노드에서 

상위 노드로 장애를 알리는 ChannelStatus 메시지에는 주 LSP인 LSP w(500)에 대한 LSP 식별자(id) 및 LSP w(50

0)에 대한 아웃고잉(outgoing) 레이블을 포함한다. 즉, 상기 노드B(502)는 노드C(503), 노드D(504)로부터 제어채널(

control channel)을 통해서 LSP 식별자(id) 및 레이블을 수신받고, 상기 LSP 식별자(id)를 이용해 장애가 발생한 LS

P의 우회경로를 추출할 수 있다.

도 6은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장애 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소정의 노드가 OXC 시스

템의 형상을 관리하는 OCMF로부터 0ch 레벨의 장애 메시지로서 광손실(LOL) 메시지를 수신하면(S601),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에서 관리하는 링크정보 테이블을 참조하여 포트와 링크 번호를 추출한다(S602). 상기 포트와 링크 

번호는 라우팅 플러딩(flooding)의 기본 정보가 되는 것으로 패스 연결을 위한 정보이며, 실제 레이블 정보와 매핑될 

수 있다. 이어 차후의 장애 지역화를 위하여 상기 레이블 정보를 추출한다(S603).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부터

입력되는 광손실(LOL) 메시지는 하나의 LSP를 고려할 때 그에 대응되는 입력단(incoming port)과 링크 번호를 갖는

데 이들 역시 차후 장애 지역화를 위해 추출한다(S604). 이어, 장애 지역화를 위해 실제 빛이 손실되는 위치를 찾기 

위해, 즉 실제 빛이 손실되는 위치가 현 노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입력단에 광손실(LOL)이 발생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상 기 OCMF에 요구한다(S605). 이어, 상기 OCMF로부터 테스트 결과를 수신하고(S606)

, 상기 수신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여(S607) 그 결과가 광손실(LOL)이면, 현 노드에서 장애가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 상위 노드에서 광손실(LOL)이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상위 노드로 장애를 알리는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 

메시지인 ChannelStatus 메시지를 작성하고(S608), 현 노드에 대한 링크 정보 테이블의 정보를 갱신하고(S609), 상

기 작성된 ChannelStatus 메시지를 상위 노드로 전송한다. 상기 OCMF로부터 수신한 테스트 결과가 광손실(LOL)이 

아니라면, 라우팅 플러딩(flooding) 시 제공되는 링크의 특성정보인 링크 및 포트의 특성을 점검한다(S611).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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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12), 프로텍션 태그 비트(protection tag bit)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해당 링크를 다른 링크로 스위치 오

버(switch over)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프로텍션 태그 비트가 리셋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그널링 블록에 의해서 패

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링크, 포트 및 레이블 정보를 시그널링 블록에 전송한다(S614).

마지막으로, 장애가 지역화된 노드에서 우회경로를 설정하는 제3 단계를 설명한다. 도 5에서 노드B(502)와 노드C(5

03) 사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제2 단계의 설명에서와 같이 장애 지역화를 통해 노드B(502)는 노드C(503), 노

드D(504)로부터 장애를 알리는 ChannelStatus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ChannelStatus 메시지에는 주 LSP인 LSP 

w(500)에 대한 LSP 식별자(id) 및 아웃고잉(outgoing)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다. 제3 단계에서는 상기 노드B(502)가 

상기 ChannelStatus 메시지 에 포함되어 있는 주 LSP인 LSP w(500)에 대한 LSP 식별자(id) 및 아웃고잉(outgoing)

레이블을 이용하여 노드B(502)-노드F(506)-노드D(504)로 우회경로를 설정한다. 즉, 람다(lambda)를 연결(cross-c

onnect)한다. 상기 우회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상기 노드F(507)의 인바운드(inbound) 레이블은 노드B(502)의 아웃

바운드(outbound) 레이블을 제시한다. 그리고, 상기 노드F(507)에 대한 아웃바운드 레이블은 주 LSP에 병합되는 상

기 노드D(504)의 인바운드 레이블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보는 상기에서 설명한 링크 관리 프로토콜(LMP)에 의한 장

애 지역화 결과정보를 참조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우회경로를 설정하는 단계를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장애가 지역화된 노드는 링크 관리 프

로토콜(LMP)로부터 현 LSP의 링크와 포트 정보를 수신하고(S701), 상기 링크와 포트 정보에 포함된 LSP 식별자(id)

정보를 바탕으로 주 LSP 설정 시 저장된 명시된 경로(explicit route)를 추출한다(S702). 이어, 장애의 형태를 판단하

고(S703), 그 결과 링크만 장애인 경우에는 현 노드의 다음 노드를 우회경로의 목적지 노드로 결정하고(S704), 이웃 

노드가 장애인 경우 현 노드의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를 우회경로의 목적지 노드로 결정한다(S705). 상기의 과정

에서 목적지 노드가 결정되면, 상기 목적지 노드에 대해 미리 계산해 둔 우회경로를 추출한다(S706). 이어, 상기 추출

된 우회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회경로 메시지를 작성해야 한다(S707). 이 때, 이미 주 LSP의 병합노드(merge 

node) 즉, 목적지 노드의 레이블을 알고 있으므로 이를 제안 레이블(suggested label)로 작성한다. 상기 우회경로 메

시지는 설정되는 우회경로를 따라 새로운 이웃 노드, 즉 목적지 노드로 전송된다(S708). 이어, 상기 새로운 이웃 노드

는 상기 우회경로 메시지를 수신하고(S709), 자신의 노드에 설정될 우회경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S710), 스위치

를 연결하고(S711), 데이터의 흐름이 스위치 오버(switch over)되게 함으로써(S712), 우회경로의 설정이 이루어진

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은 장애의 감지에 있어서 레이어 2를 통해 직접 

감지하고, 업스트림(upstream)으로 전달하는 장애의 지역화가 수행되므로 전체적으로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우수

한 효과가 있다. 또한 우회경로를 미리 계산하여 둠으로써 장애 발생시 빠르게 우회경로를 설정할 수 있으며, 미리 우

회경로를 설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미리 배당하기 않음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

다. 또한, GMPLS의 시그널링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양방향을 지원하므로, 장애 복구 메커니즘에 양방향을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광네트워크에서 링크 또는 노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재루트(re-route)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그레스(ingress) 노드에서 레이블 요청을 위한 경로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후의 노드에서는 상위 노드로부터 상기 

경로 메시지를 수신하여 경로 메시지에 포함된 주 LSP(Label Switching Path)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다음 노드의 경로

를 계산하여 주 LSP를 설정하고, 다음 노드의 장애를 대비하여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로의 우회경로를 계산하는 

주 LSP 설정 단계;

소정의 노드에서 광손실(LOL)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노드에서 상기 광손실(LOL)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

를 작성하여 상위 노드로 송부하는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 및

상기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에서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결과 해당 노드에서 광손실이 발

생하는 경우, 상기 주 LSP 설정 단계에서 계산된 상기 우회경로에 따라 데이터를 흐르게 하기 위해 상기 우회경로를 

설정하는 우회경로 설정단계를 포함하는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회경로는,

현재 노드로부터 현재 노드의 다음 노드의 그 다음 노드까지의 가장 짧은 패 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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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우회경로는,

주 LSP가 요구하는 자원을 만족시키는 패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장애감지 및 장애 지역화 단계는,

링크 관리 프로토콜(Link Management Protocol : LMP)에 의해 구현됨을 특징으로 하는 GMPLS를 통한 빠른 재 루

트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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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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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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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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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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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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