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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ＱｏＳ지원 2계층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 및 구성정
보 분배방법

요약

  본 발명은 2계층 가상 사설 망(L2VPN;Layer 2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을 확장함으로써 2계층 가상 사설 망 서비스 관리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
객 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QoS)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ＱｏＳ지원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 및 구성정보 분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공급자 장
치(PE), 상기 PE와 연결된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고객 장치(CE) 및 다수의 가상 사설 망(VPN)의 PE의 정보를 관리하는 가
상 사설 망 도메인 네임 서비스(VPN DNS) 서버를 포함하는 MPLS 기반 L2VPN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에서, 2계층 가상
사설 망(L2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상 사설 망 공급자 장치(PE)는 VPN DNS 서버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며,
QoS 지원 양방향 터널 설정을 위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QoS 지원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 정보 분배를 위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가상 사설 망 고객 장치(CE)에서는 이러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서비스를 위하여
단순히 2계층 연결 제공만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2계층 가상사설망,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 PE, CE, VPN DNS 서버, 터널, 구성정보 분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L2VPN에서 필요한 장비와 그 장비간의 연결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연결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MPLS 기반 이더넷-L2VPN의 망 구성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망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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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도 2의 VPN 망 구성에서 VPN DNS 서버의 관리 정보 내용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PE간 양방향 터널 연결의 설정과정을 보이는 VPN 망 구성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망 구성도
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PE간 양방향 터널 연결 설정을 위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레이블 매핑-
요청 메시지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PE와 CE간의 L2VPN 구성정보 분배과정을 보이는 VPN 망 구성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망 구
성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PE 및 CE 간의 L2VPN 구성정보 분배를 위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레이
블 매핑-요청 메시지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VPN 구성정보 분배를 위한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VPN FEC TLV의 포맷에 대
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21,22,41,42,43,61,62,63 : PE 장비

  11, 23~28,44,65~70 : CE 장비

  20,40,60 : VPN DNS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2계층 가상 사설 망(L2VPN;Layer 2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
(LDP;Label Distribution Protocol)을 확장함으로써 2계층 가상 사설 망 서비스 관리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
객 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QoS)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ＱｏＳ지원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 및 구성정보 분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중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이하, MPLS라 함)은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입증된 표준 기술이다. 이러한 MPLS는 네트워크의 OSI 표준 참조모델과 관련하여, 3 계층(라우
팅)이 아닌, 스위칭을 하는 2 계층에서 대부분의 패킷이 전달될 수 있게 하며, 트래픽을 전반적으로 분산시켜 빠르게 움직
이게 하는 것 외에도, QoS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를 쉽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기술은 더 많고 색다른 혼합 트래
픽을 전송하기 시작한 네트워크로서 손쉽게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MPLS기술은 데이터 포워딩과 라우팅을 분리하여 3 계층 라우팅의 확장성(Scal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 2
계층 스위칭의 높은 성능과 트래픽 관리 기능을 얻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MPLS 기술은 최근 패킷 스위칭 뿐만 아니
라 시분할(Time-Division) 스위칭, 파장(Wavelength) 스위칭, 광섬유(Fiber) 스위칭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된 제어 컴포
넌트로써, 통합된 MPLS(Generalized MPLS, 이하, GMPLS라 함)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MPLS/
GMPLS의 기술은 인터넷을 제어하는데 다양한 응용을 제공하면서 더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응용으로
가상 사설 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 함) 서비스와 트래픽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특히
VPN 서비스는 기존 전용선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자(SP;Service Provider)의 네트워크 자원을 공
유하면서 망의 확장성과 안정성, 유연성 및 보안을 제공하며 다수의 사설 망의 사이트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써 현재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MPLS/GMPLS 기술은 기존 인터넷의 주된 기술이었던 IP 기술의 다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되어 표준
화된 기술이다. 종래 기술인 IP 기술은 기본적으로 라우팅에 의한 Best-Effort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래의
순수 IP 기술만을 가지고는 현재 멀티미디어 트래픽 전송에 요구되는 QoS(Quality of Service:서비스품질)/CoS(Class of
Service), 즉 특정 수준의 질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IP 기술에 기반한 라우팅은 최단 경로 우
선 법칙에 의해 모든 라우팅을 최단 경로만을 우선하여 찾아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망의 운용을 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종
래의 IP 기술에서는 망의 일정 노드 또는 일정 링크가 고장이 났을 경우,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 감지하여 다른 경로로 우
회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망의 안정적인 운용면에서 단점이 존재했다.

  이에 반해, MPLS/GMPLS 기술은 대표적인 종래 기술인 IP기술과는 달리 각 패스마다 특정 라우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MPLS/GMPLS의 패스인 LSP마다 다른
QoS/CoS 의미를 두어 설정함으로써 QoS/CoS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MPLS/GMPLS라는 기술을 이용하
여 차별화된 서비스(DiffServ)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망의 효율성을 위해 트래픽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노드 또는 특정 링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각 연결에 우회 연결을 미리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망의 안정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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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기존 인터넷에서 사용하던 IP 기술에 비해 MPLS 기술의 장점이 두각 되면서, VPN 서비스에도 IP기반의 VPN 서
비스보다 MPLS 기반의 VPN서비스에 더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중이다. 즉, 기본 VPN 서비스의 주를 이루고 있던 IP 터널
링(Tunneling) 기반 VPN은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으나, QoS 지원이 어렵고, 메쉬(Mesh) 구조로 인한 확장성이
제한되며, 설치 및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MPLS 기반 VPN 서비스는 확정성이 뛰어나고 차별적인 QoS
지원이 가능하며, 서비스 및 운용 관리가 다른 구조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구조적인 선택이 가능한데, 그것은 2계층 VPN(Layer 2 VPN;이하, L2VPN이라 함) 구조와 3계층
VPN(Layer 3 VPN, 이하, L3VPN이라 함) 구조이다. 그들의 선택은 기존의 ISP의 에지 장비인 공급자 장치(PE;Provider
Edge, 이하, PE라 함)의 기술적 지원 능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PE 장비가 BGP(Boarder Gateway
Protocol)등의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탑재하여 라우팅 능력이 있는 장비라면 L3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
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라우팅 기능이 필요 없는 저 비용의 장비로써 서비스 가능한 L2VPN 서비스
제공이 용이할 것이다. 특히, 에이티엠(ATM), 프레임 릴레이(Frame Relay), 이더넷(Ethernet)과 같이 2계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CE;Customer Edge, 이하, CE라 함) 사이트를 투명하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VPN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다면 L2VPN 구조가 더욱 적합하다.

  그리고, PE와 CE간의 연결인 VC(Virtual Circuit) 연결에 대한 정보를 리모트 PE에게 분배해 주기 위하여, 즉 PE와 CE
간의 VPN 2계층 구성 정보의 분배를 위하여, BGP나 OSPF(Open Shortest Path First: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와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PE 장비에서 L2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우팅 프로토콜의 탑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분배는 PE간의 터널 연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블 분
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통하여 제공 가능하다. 이는 각 PE간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타겟(Target) 세션을 설정하여 VC연
결에 대한 레이블을 분배함으로써 가능한데, 이는 PE 장비에 라우팅 프로토콜의 필수적인 탑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현 인터넷 기술인 IP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MPLS
기술을 이용하여 2계층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사이트 간의 투명한 연결 및 나은 L2VPN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레
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2계층 가상 사설 망 서비스 관리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망에서 제공하는
QoS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ＱｏＳ지원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 및
구성정보 분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2 계층 서비스를 투명하게 연결시켜 주는 데에 필수적인 양방향 연결을 용이하게 설정/해지
할 수 있고, 다른 사이트로 2계층 구성 정보를 분배하기 위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
고객 사이트 내에서 제공되었던 에이티엠이나 이더넷의 QoS 서비스를 VPN 망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L2VPN
망에서의 터널 설정 및 구성정보 분배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공급자 장치(PE), 상기 PE와 연결된 다수의 가상 사
설 망 고객 장치(CE) 및 다수의 가상 사설 망(VPN)의 PE의 정보를 관리하는 가상 사설 망 도메인 네임 서비스(VPN DNS)
서버를 포함하는 MPLS 기반 L2VPN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에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에 있어서, 제1 PE에 특정 VPN에 속하는 CE가 추가되면 상기 특정 VPN 정보를 VPN DNS 서버
에 등록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PE가 상기 제1단계에서 추가된 CE와의 터널을 설정하고, 상기 CE가 속한 상기 특정
VPN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제n PE의 정보를 상기 VPN DNS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로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의
정보를 수신하는 제2 단계; 상기 제1 PE는 상기 수신된 제n PE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n PE로의 기본 세션이 존재하는
지 점검하고, 없다면 새로운 기본 세션을 설정한 후, 단방향 터널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와 레이블 요청을 동시에 수행하
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상기 제n PE로 전송하여 상기 제n PE에서 상기 제1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을 설정
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제1 PE로부터 상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제n PE는 상기 제1 PE로 레이블 분배
를 위한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제1 PE에서 상기 제n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을 설정하는 제4 단계;
를 포함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2계층 가상 사설 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기 다수의 PE간 양방향
터널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VPN DNS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기 VPN의 공유망에 연결된 특정 PE 또는 공유망에 연결된 특정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PE는 이러한 VPN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VPN DNS, 특정 PE 또는 특정 서버)를
알고 있어 상기 PE에 특정 VPN에 속한 CE의 추가/삭제될 경우, 상기 장치로 상기 해당 VPN의 멤버 추가/삭제에 대한 등
록요청을 수행한다.

  상기 제3 단계의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는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송
신하는 상기 제1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에 대한 레이블을 포함하며, 그 역방향 터널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 요청
을 포함하며, 상기 역방향으로의 레이블 분배를 요청하기 위하여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 PE의 인터페이스 주소인
FEC를 포함한 Sender's FEC TLV를 담고 있는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공급자 장치(PE), 상기 PE와 연결된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고객 장치(CE) 및 다수의 가상 사설 망(VPN)의 PE의 정보를 관리하는 가상 사설 망 도메인 네임 서비스(VPN DNS) 서
버를 포함하는 MPLS 기반 L2VPN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에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에 있어서, 제1 PE에 특정 VPN에 속하는 CE가 추가되면 상기 특정 VPN의 정보를 VPN DNS 서버에
등록하는 제1 단계; 상기 특정 VPN에 속한 상기 다수의 PE간에 터널 연결을 설정하는 제2 단계; 상기 제1 PE가 상기 제1
단계에서 추가된 CE에 대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를 분배하기 위하여 상기 추가된 CE가 속한 특정 VPN 내에 포함
된 하나 이상의 제n PE의 정보를 상기 VPN DNS 서버에게 요청하여 그 결과로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의 정보를 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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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 단계; 상기 제1 PE는 상기 수신된 제n PE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n PE에 대한 타겟 세션이 존재하는지 점검하
고, 없다면 새로운 타겟 세션을 설정한 후, 상기 추가된 CE에 대한 구성정보를 상기 제n PE로 분배하고 상기 제n PE에 연
결된 상기 해당 VPN 내에 속한 구성정보를 분배하도록 레이블 요청을 수행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상기 제n PE
로 전송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제4단계에서의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제n PE는 자신의 PE와 연결된 상
기 VPN 내에 속한 구성정보를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통하여 분배하는 제5 단계; 를 포함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확
장하여 각 PE와 CE간의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를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상기 PE/CE간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 및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에서 같은 VPN 그룹에 속한 구성
정보 분배 요청을 위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특정 VPN 내에 속한 CE를 PE에 추가/삭제하는 경우 상기 PE는 상기 VPN DNS 서버에 상기 추가된 CE의 VPN 그룹정
보에 대한 등록요청/등록해지를 수행하고, 이 경우 상기 CE는 상기 PE에 2계층 연결을 설정/해지한다.

  상기 PE에 새로운 CE가 추가되는 경우 상기 제4 단계의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는, 상기 추가된 CE의 구성정보 분배
와 함께 이 메시지 수신자인 상기 제n PE에 연결된 같은 VPN에 속한 구성정보 분배의 요청을 포함하며, 이러한 레이블 매
핑-요청 메시지는, 레이블 분배 요청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 타입이 같거나 특정 TLV인 Receiver's VC Label Request
TLV를 추가한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와 상기 레이블 매핑 메시지는
상기 구성정보에 대한 FEC를 나타내기 위한 VPN FEC TLV를 포함하며, 상기 VPN FEC TLV는 해당 CE가 속한 VPN을
나타내는 정보(VPN ID), PE에서 해당 CE로 연결된 출력 포트 정보, PE와 CE를 연결한 2계층 연결 정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L2VPN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MPLS/GMPLS 기술의 시그널링 프로토콜 중의 하나인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
(이하, LDP라 함)의 확장을 이용한 QoS 지원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및 PE와 CE간의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
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공중망을 사용하여 이더넷 2 계층 가상 사설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서 필수적인 QoS 지원 양방향 연결의 용이한 설정을 위하여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MPLS 기술을 이용한다. 이러한
MPLS 기술의 시그널링 프로토콜 중의 하나인 LDP를 확장하여 제공함으로써 L2VPN 서비스 관리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객 망에서 제공하는 QoS/CoS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2계층 가상 사설 망 제어 장치를 제공한다.
L2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연결이 필요한데, 목적지를 찾아 가는데 있어 종단 PE장치를 찾아가기 위
해 사용되는 터널 연결(Tunnel)과 종단 PE 장치에서 목적지가 있는 고객 에지 장비인 CE 장치를 찾아가기 위한 VC 연결
(Virtual circuit)이 그것이다. 이러한 터널 연결에 대한 각 PE간의 양방향 터널 연결과 PE와 가상 사설 망 CE간의 가상 연
결, 즉 L2VPN 구성정보를 분배하기 위하여 확장된 LDP를 포함한다. 또한 가상 연결을 설정과 동시에 2 계층 구성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게 분배해 주기 위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확장하고 이러한 연결들의 설정을 위하여 공중망에 연결된
PE들의 정보나 각 VPN 그룹에 속한 PE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VPN DNS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인 L2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PE장비에는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VPN DNS서비스와, QoS
지원 양방향 터널 연결 설정을 위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QoS 지원 가상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 즉 L2VPN
구성정보 분배를 위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이러한 VPN 정보를 관리하는 VPN 관리 블록을 포함하는 L2VPN
제어 장치를 탑재하며, CE장비에서는 이러한 L2VPN 서비스를 위하여 단순히 2계층 연결 제공만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L2VPN에서 필요한 장비와 그 장비 간의 연결 구조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MPLS기반
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에지 장비인 PE 장비(10)와 고
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CE 장비(11)이다. 본 발명에 따른 L2VPN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기 PE 장비(10)에 장착되어
L2VPN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으며, 상기 CE 장비(11)에는 특정 VPN에 등록하기 위해 상기 PE 장비(10)에 단순하게 2계
층 연결만을 설정하면 된다. 즉, 상기 PE 장비(10)는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LDP)을 포함하
고 QoS 지원 양방향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성정보 분배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며, 상기 CE 장비(11)
는 VPN 관리를 위한 MPLS 시그널링 기능이나 라우팅 기능 등은 필요하지 않아 단순한 기능의 장비로도 접속이 가능하
다. 또한 각 장비 간의 설정되어야 할 연결의 종류로 목적지를 찾아 가는 데에 있어서 종단 PE 장비(10)를 찾아가기 위해
사용되는 터널 연결(Tunnel;12)과 상기 종단 PE 장비(10)에서 목적지가 있는 고객 에지 장비인 각 CE 장비(11)를 찾아 가
기 위한 VC 연결(13)이 있는데, 상기 PE 장비(10)에서는 이러한 연결의 설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VPN DNS(Domain
Name Service) 기능을 탑재하거나 혹은 상기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MPLS 기반 이더넷-L2VPN의 망 구성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MPLS기반 이더넷-L2VPN 망에서 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종단 PE 장비(21,22)와 고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수개의 CE 장비(23~28)가 구비되고, VPN DNS 기능을 위한 VPN DNS 서버(20)를 구비할 수 있다. 종단
PE1 장비(21)와 종단 PE2 장비(22)간에는 터널(Tunnel)연결이 설정되어 있고 상기 종단 PE 장비(21,22)는 고객 에지 장
비인 CE 장비(23~28)와 VC 연결이 설정되어 있다. 이때, 상기 VPN DNS 기능은 상기 VPN 망에 연결된 특정 서버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공유 망의 특정 PE 장비가 수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상기 VPN DNS 서비스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VPN DNS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VPN의 멤버 정보로서, VPN ID(예를 들어,
Route Distinguisher from RFC2547), PE 멤버 리스트(예를 들어, PE IP 주소/넷마스크(address/Netmask)), 그리고 CE
멤버 리스트(예를 들어, VC 연결 정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VPN DNS 관리 정보에 대한 구성의 일실시예가 도
3에 표로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VPN ID가 VPN 1(10:1)인 경우 상기 해당 VPN에 포함된 PE 멤버 리스트는
PE 1과 PE 2이고 이들의 IP 주소/넷마스크(IP address/Netmask)는 '10.10.10.1/255.255.255.0'와 '20.20.20.1/
255.255.255.0'이다. 또한, 상기 PE1에 연결된 CE 멤버 리스트는 C11과 CE12이고 이들 각각의 연결 정보 즉, VC 연결
정보는 각각 'Port1, VLAND ID 10'과 'Port2, VLAND ID 20'이며, 상기 PE2에 연결된 CE 멤버 리스트는 CE21이고 이에
대한 연결 정보 즉, VC 연결 정보는 'Port3, VLAND ID 10'이다. 도 2에 도시된 VPN DNS 관리 정보에 대한 구성은 일실
시예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당업자라면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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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PE 장비(21,22)는 자신에게 연결된 VPN 그룹의 정보의 추가, 삭제에 따라 해당 정보를 VPN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에게 등록/등록 해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VPN DNS 정보는 터널 연결을 설정해야 할 경우, 해당 PE가 터
널 연결을 설정해야 할 동일 VPN에 속한 PE들의 정보를 알아내는데 사용되며, 또한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 정보를 분배
즉, L2VPN 구성정보 분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이 동일 VPN내의 PE 멤버 정보를 알아내어 타겟 세션
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하에서, 각 PE간의 양방향 터널 연결을 설정하기 위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수행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PE간의 양방
향 터널은 운용자의 설정 방침에 따라 각 PE간 하나씩의 터널 연결을 설정할 수 있고, 또는 각 PE간 VPN 그룹마다 하나씩
의 터널 연결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는 각 PE간 QoS 기반의 터널 연결 설정을 위하여 LSP Label의 3 bit Experimental
bit를 달리 설정하여 다수의 QoS 지원 터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는 각 PE간 VPN 그룹마다 다수의 QoS기반의 터
널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PE간 터널 연결 설정 중에 PE간 하나의 터널 연결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정 과정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PE간 양방향 터널 연결의 설정과정을 도시한 것으로, 도 2에 도시된 MPLS기
반 이더넷-L2VPN 망 구성의 일실시예에서, VPN 1에 속한 CE31(44)이 PE3(43)에 추가되는 경우를 일예로 도시한 도면
이다. 우선, PE3(43)에 VPN1에 속한 CE31(44)의 추가를 설정하고 상기 PE3(43)과 상기 CE31(44)간의 2계층 연결을 설
정한다(401). 이에 상기 PE3(43)은 공유 망에 존재하는 VPN DNS 서버(40)에 상기 해당 VPN 1의 정보를 등록하고, 망에
존재하는 다른 PE들의 정보를 요청한다(402). 그 결과로 상기 망에 존재하는 PE들 즉, PE1(41)과 PE2(42)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403). 상기 PE3(43)은 상기 얻어진 PE1(41)과 PE2(42)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PE1(41)로의 기본(Basic) 세션
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없다면 새로이 세션을 설정 한 후 레이블 분배와 레이블 요청을 동시에 수행하는 레이블 매핑-요
청 메시지(Label Mapping-Request Message)를 상기 PE1(41)에게 전송하면(404), 상기 PE1(41)에서 상기 PE3(43)로
연결된 단방향 터널 연결이 설정된다(405). 마찬가지로, 상기 PE3(43)은 상기 PE2(42)으로의 기본(Basic) 세션이 존재하
는지 점검하고, 없다면 새로이 세션을 설정한 후,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상기 PE2(42)에게 전송하면(406), 상기
PE2(42)에서 상기 PE3(43)로 연결된 단방향 터널 연결이 설정된다(407). 또한, 상기 PE3(43)로부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PE1(41)은 상기 PE3(43)으로 레이블 분배를 하도록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송신하며(408), 이를 통
하여 상기 PE3(43)에서 상기 PE1(41)으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이 설정된다(409). 이와 마찬가지로, 상기 PE3(43)로
부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PE2(42)는 상기 PE3(43)으로 레이블 분배를 하도록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송신하며(410), 상기 PE3(43)에서 상기 PE2(42)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이 설정된다(411). 이로써 각 PE간의 2개의
제어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양방향 터널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양방향 터널 설정에 대한 해지방법은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각 PE로 레이블 철회
(Label Withdraw) 메시지와 레이블 해지(Label Release)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수행이 가능하다. 상기 해지방법은 기존
의 LDP 해지과정과 동일하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1 PE에 특정 VPN에 속한 모든 CE가 제거되는 경우, 양방향 터
널에 대한 해지방법은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상기 제n PE에서 상기 제1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에
대해서는 각 n PE로 레이블 철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n PE에서는 상기 제1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에 대해서는
각 제n PE로 레이블 해지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이러한 양방향 터널 연결을 위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새로운 메시지인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예가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즉,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PE간 양방향 터널 연결 설정을 위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레
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레이블 매핑 메시지와 같은 포맷의 메시지에 이러한 메시
지를 수신한 LER에서도 이 메시지를 송신한 LER로 레이블 분배를 수행할 수 있도록 Sender's FEC TLV를 추가하여 포
함한다. 상기 Sender's FEC TLV는 이 메시지를 송신한 LER의 인터페이스 주소인 FEC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LER에서 Sender's FEC TLV의 FEC로 레이블 분배를 수행하도록 한다. 새로 추가된 Sender's FEC TLV는 이러
한 TLV를 모르는 LSR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포워딩 하도록 첫째, 둘째 bit인 U,F bit는 1로 설정하고, TLV Type값은 새
로이 할당 받거나, Vendor-Private TLV값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이처럼 본 발명에 의한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 비하여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Downstream On
Demand 분배 모드로 수행된다면, 각 PE 간 양방향 터널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제어 메시지 전송과 추가로 양
쪽 PE에서의 구성 정보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Downstream Unsolicited 분배 모드로 수
행된다면, 2개의 제어 메시지 전송이 필요하지만, PE1 또는 PE2에서 PE3로의 연결을 설정하기 위하여 CE31이 PE3에 추
가되었다는 정보를 각 PE1과 PE2에 설정해야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확장된 레이블 분
배 프로토콜에 의하여서는 특정 VPN그룹에 속한 CE에 대하여 PE에 추가 구성 정보를 설정하면, 이 PE와 모든 PE들 사이
에 자동으로 양방향 터널이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PE 간 하나의 터널을 설정하는 과정은 상기 설명한 PE간 다수의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터널 연결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하다. 즉, PE사이에 VPN 그룹 마다의 터널 연결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VPN DNS
서버에 해당 VPN 그룹에 속한 PE멤버 리스트를 요청하여 그에 대한 터널 연결 설정을 위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과
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PE와 CE간의 VC 연결 설정과 이러한 구성정보 분배를 위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수행과정을
설명한다. PE에서 CE간의 VC 연결은 목적지 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하여 목적지에 연결된 PE에서 목적지 시스템이 있는
CE로의 2계층 연결을 찾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로써 VC 연결에 대한 정보 분배는 다른 PE로의 L2VPN 구성 정보의 분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VC 연결에 관한 레이블 분배 과정을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PE와
CE 간의 L2VPN 구성정보 분배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도 2에 도시된 MPLS 기반 이더넷-L2VPN 망 구성의 일실시예에
서, VPN 1에 속한 CE31이 PE3에 추가되는 경우를 일예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이러한 일예는 한 PE에 특정
VPN 그룹에 속한 CE가 처음으로 추가되는 경우이다. 또한, 여기에서 PE 간의 터널 연결은 상술한 터널 연결 설정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다고 가정한다. 우선, PE3(63)에 VPN1에 속한 CE31(64)의 추가를 설정하고 상기 PE3(63)과 상기
CE31(64)간의 2계층 연결을 설정한다(601). 이에 상기 PE3(63)은 공유 망에 존재하는 VPN DNS 서버(60)에 상기 해당
VPN그룹 1에 속한 다른 PE들의 정보를 요청하고(602), 그 결과로 상기 VPN 그룹 1에 속한 다른 PE, 즉 PE1(6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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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2(62)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603). 이에 상기 PE3(63)은 상기 얻어진 다른 PE, 즉 PE1(61)과 PE2(62)의 정보를 이용
하여, 상기 PE1(61)과의 직접적인 타겟(target) 세션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없다면 새로이 세션을 설정한 후, 상기
CE31(64)로의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을 상기 PE1(61)에게 분배하고, 상기 PE1(61)에 연결된 해당 VPN그룹 1에 속한
VC 연결들에 대해서도 레이블 정보를 분배하도록 레이블 요청을 동시에 수행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상기
PE1(61)에게 전송한다(604). 마찬가지로, 상기 PE3(63)은 상기 PE2(62)와의 직접적인 타겟 세션이 존재하는지 점검하
고, 없다면 새로이 세션을 설정한 후,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와 상기 PE2에 연결된 해당 VPN그룹 1에 속한 VC 연결
들에 대해서도 레이블을 요청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상기 PE2(62)에게 전송한다(605). 이러한 레이블 매핑-요
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PE1(61)과 상기 PE2(62)는 각 장비에 연결된 VPN그룹 1에 속한 VC 연결에 대한 정보를 레이
블 매핑 메시지를 통하여 분배한다(606,607). 이로써 특정 VPN에 새로운 CE가 추가되었을 때, 각 PE간 2개의 제어 메시
지를 통하여 각 PE에 연결된 VC 연결 정보를 분배할 수 있다.

  이처럼 한 PE에 특정 VPN 그룹에 속한 CE가 처음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VPN에 속하는 CE와의 연결을 갖는 다른
PE에서 이미 해당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레이블 분배가 수행된 연결에 대하여 레이블
분배를 요청하는 것이다.

  상기 PE와 CE간 L2VPN 구성정보 변경 즉, 특정 구성정보에 대한 해지방법은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마찬가지
로 각 PE로 레이블 철회(Label Withdraw)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수행이 가능하다. 즉, 제1 PE에 특정 CE가 제거되는 경
우 구성정보 변경 즉, 특정 구성정보에 대한 해지방법은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각 제n PE로 레이블
철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행해진다.

  상기와 같은 VC 연결에 관한 레이블 분배에서 사용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예가 도 7에 도
시되어 있다. 즉,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PE 및 CE 간의 L2VPN 구성정보 분배를 위하여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
서 사용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에 도시된 메시지 타입 1과 같이 기
존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레이블 매핑 메시지와 동일한 형태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메시지 타입 값만 레이블
매핑 & 요청을 나타내는 특정 값을 설정하여 사용하거나, 타입 2와 같이 Receiver's VC Label Request TLV를 더 추가하
여 메시지를 수신한 PE의 특정 VPN에 속한 VC 연결에 대하여 레이블 분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VPN 그룹에 대
한 정보는 FEC TLV의 VPN ID 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의 FEC TLV는 해당 VC 연
결에 대한 FEC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VPN FEC TLV를 담아 전송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를 위한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VPN FEC TLV의 포맷에 대한 일실시
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VPN FEC TLV는 해당 CE가 속한 VPN 그룹을 나타내는 정보(VPN ID)와 PE에서 해당 CE로
연결된 출력 포트 정보와 PE와 CE를 연결한 2계층 연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2계층 연결 정보는 고객 망의 종류
에 따라 이더넷 망인 경우 VLAN ID가 될 수 있고, ATM인 경우 VPI/VCI가 될 수 있으며, 프레임 릴레이(Frame Relay)인
경우 DLCI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특정 VPN 그룹에 속한 CE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 PE에 그 VPN 그룹에 속하는 또 다른 CE를 연결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시,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대신하여 VPN FEC TLV를 포함하는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여기서, 상술한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 해지방법 즉, 구성정보의 변경방법은 기존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각 PE로 레이블 철회(Label Withdraw)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수행이 가능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연결의 설정과 레이블 분배 과정이 설명된 터널 연결과 VC 연결은 QoS/CoS 지원 연결로 설정 가
능하며, 이를 위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 의해 분배되는 레이블의 3bit Experimental bit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CE
가 연결된 VPN 고객의 네트워크가 이더넷 망으로 802.1p의 2계층 QoS를 지원하고 있었다면, 해당 VLAN Tag의 802.1p
의 3bit priority bit를 그대로 레이블의 3bit Experimental bit에 매핑하여 레이블을 분배함으로써 VPN망을 통해서도 투
명한 QoS/Co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E가 연결된 VPN 고객의 네트워크가 ATM 망인 경우에도 해당
ATM의 QoS 정보를 레이블의 3bit Experimental bit에 매핑하여 레이블을 분배함으로써 VPN망을 통해서도 투명한
QoS/Co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양한 장점을 갖는 MPLS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 연결과 VC 연결을 제공하고, 고객 망에서 제공하던
QoS/CoS의 투명한 서비스(Transparent LAN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L2VPN 제어기능을 제공함으로써 2계층
VPN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장점의 단순한 구성과 용이한 설정 과정 및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L2VPN 제어 서비스는 PE장비에 탑재되며,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최소
한의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 메시지 전송을 통한 터널 연결과 VC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를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나아가, QoS/CoS 지원의 양방향 연결을 제공할 수 있으며, CE 장비는 특정 VPN에 연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2계층 연결
을 제공하는 기능만이 필요하여, 필수 기능의 단순성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공급자 장치(PE), 상기 PE와 연결된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고객 장치(CE) 및 다수의 가상 사설 망
(VPN)의 PE의 정보를 관리하는 가상 사설 망 도메인 네임 서비스(VPN DNS) 서버를 포함하는 MPLS 기반 L2VPN 서비
스 제공 네트워크에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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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PE에 특정 VPN에 속하는 CE가 추가되면 상기 특정 VPN 정보를 VPN DNS 서버에 등록하는 제1 단계;

  상기 제1 PE가 상기 제1단계에서 추가된 CE와의 터널을 설정하고, 상기 CE가 속한 상기 특정 VPN 내에 포함된 하나 이
상의 제n PE의 정보를 상기 VPN DNS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로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의 정보를 수신하는 제2 단
계;

  상기 제1 PE는 상기 수신된 제n PE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n PE로의 기본 세션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없다면 새로
운 기본 세션을 설정한 후, 단방향 터널 연결에 대한 레이블 분배와 레이블 요청을 동시에 수행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
시지를 상기 제n PE로 전송하여 상기 제n PE에서 상기 제1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을 설정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제1 PE로부터 상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제n PE는 상기 제1 PE로 레이블 분배를 위한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제1 PE에서 상기 제n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 연결을 설정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VPN DNS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기 VPN의 공유망에 연결된 특정 PE 또는 공유망에 연결된 특정 서버에
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PE는 VPN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알고 있어 상기 PE에 특정 VPN에 속한 CE의 추가/삭제될 경우, 상기
VPN DNS 서버로 상기 해당 VPN의 멤버 추가/삭제에 대한 등록요청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
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PE에 특정 VPN에 속하는 CE를 추가/삭제하는 경우 상기 CE는 상기 PE에 2계층 연결을 설정/해지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의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는,

  상기 메시지를 수신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상기 제1 PE로 향하는 단방향 터널에
대한 레이블을 포함하며, 그 역방향 터널에 대한 레이블 분배 요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
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블 매핑 및 요청 메시지는,

  상기 역방향으로의 레이블 분배를 요청하기 위하여 상기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 PE의 인터페이스 주소인 FEC를 포함한
Sender's FEC TLV를 담고 있는 확장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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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PE간 터널 설정은 확장된 레이블 분배를 통해 QoS/CoS 지원 연결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
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 의해 분배되는 레이블의 3bit Experimental bit를 고객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우선 순위 정보
에 매핑하여 레이블을 분배하여 QoS/Co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양방향 터널 설정방법.

청구항 9.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공급자 장치(PE), 상기 PE와 연결된 다수의 가상 사설 망 고객 장치(CE) 및 다수의 가상 사설 망
(VPN)의 PE의 정보를 관리하는 가상 사설 망 도메인 네임 서비스(VPN DNS) 서버를 포함하는 MPLS 기반 L2VPN 서비
스 제공 네트워크에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에 있어서,

  제1 PE에 특정 VPN에 속하는 CE가 추가되면 상기 특정 VPN의 정보를 VPN DNS 서버에 등록하는 제1 단계;

  상기 특정 VPN에 속한 상기 다수의 PE간에 터널 연결을 설정하는 제2 단계;

  상기 제1 PE가 상기 제1단계에서 추가된 CE에 대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를 분배하기 위하여 상기 추가된 CE가
속한 특정 VPN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제n PE의 정보를 상기 VPN DNS 서버에게 요청하여 그 결과로 상기 하나 이상
의 제n PE의 정보를 수신하는 제3 단계;

  상기 제1 PE는 상기 수신된 제n PE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n PE에 대한 타겟 세션이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없다면 새
로운 타겟 세션을 설정한 후, 상기 추가된 CE에 대한 구성정보를 상기 제n PE로 분배하고 상기 제n PE에 연결된 상기 해
당 VPN 내에 속한 구성정보를 분배하도록 레이블 요청을 수행하는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상기 제n PE로 전송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제4단계에서의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제n PE는 자신의 PE와 연결된 상기 VPN 내에 속한 구성정
보를 레이블 매핑 메시지를 통하여 분배하는 제5 단계; 를 포함하여,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각 PE와 CE간의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를 분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VPN DNS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기 VPN의 공유망에 연결된 특정 PE 또는 공유망에 연결된 특정 서버에
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PE는 VPN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알고 있어 상기 PE에 특정 VPN에 속한 CE의 추가/삭제될 경우, 상기
VPN DNS 서버로 상기 해당 VPN의 멤버 추가/삭제에 대한 등록요청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
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특정 VPN 내에 속한 CE를 상기 PE에 추가/삭제하는 경우 되는 경우 상기 CE는 상기 PE에 2계층 연결을 설정/해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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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의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는,

  추가되는 CE의 구성정보 분배를 위한 레이블 분배와 함께 이 메시지를 수신자인 상기 제n PE에 연결된 동일한 VPN에
속한 구성정보 분배의 요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
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는,

  레이블 분배 요청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 타입을 갖거나 특정 TLV인 Receiver's VC Label Request TLV를 추가한 포맷
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5.

  제 9항 또는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부 분배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기 레이블 매핑-요청 메시지와 상기 레이블 매핑 메시지는
상기 구성정보에 대한 FEC를 나타내기 위한 VPN FEC TLV를 포함하며, 상기 VPN FEC TLV는 해당 CE가 속한 VPN을
나타내는 정보(VPN ID), PE에서 해당 CE로 연결된 출력 포트 정보, PE와 CE를 연결한 2계층 연결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6.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단계는,

  상기 하나 이상의 제n PE는 자신에 연결된 해당 VPN 그룹에 속한 VC 연결에 대한 구성정보를 분배하는 레이블 매핑 메
시지를 상기 제1 PE로 송신하여 레이블 분배를 수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
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7.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PE와 CE간 가상연결은 확장된 레이블 분배를 통해 QoS/CoS 지원 연결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
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에 의해 분배되는 레이블의 3bit Experimental bit를 고객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우선 순위 정보
에 매핑하여 레이블을 분배하여 QoS/Co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확장을 이용한
2계층 가상 사설 망 구성정보 분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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