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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 망에서의 멀티캐스트 트래픽 전송을 위해 설정된 트리 경로 상의 트

래픽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의 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망에서의 멀티캐스팅을 

위한 근원지 기반의 점-대-다중점 트래픽 경로 결정 시, 그 결정된 트래픽 경로 상에서의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한 메시지 형태를 IETF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인 RSVP-TE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이용하는 바 즉, RSVP

-TE에서 제공되는 패스(PATH) 및 리저브(RESV) 메시지에 멀티캐스팅 트리경로를 위해 필요한 오브젝트(object)들

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멀티캐스팅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분기 노드(copy node) 및 결합 노드(

merge node)에서의 동작 및 전체적인 메시지의 동작과정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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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MPLS 방식이 적용된 데이터 통신망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MPLS 기반의 멀티캐스트 트리경로에 대한 예시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MRP의 개념적인 동작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멀티캐스트 라우트 오브젝트(Multicast Route object : MRO)의 정보 형태도이

고,

도 6은 도 3과 도 4의 트리경로에 대한 토폴로지 정보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멀티캐스트 리버스 라우트 오브젝트(Multicast Reverse Route object : MRR

O)의 정보 형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방식이 적용된 데이터 통신망

110 :인그레스 레이블 에지 라우터

120 : 이그레스 레이블 에지 라우터

130,131,132,133,LSR : 레이블 스위치 라우터

LST1,LST2 : 레이블 스위치 트리(또는 트리경로)

BT : 대체 트리경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

하게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MPLS) 망에서의 멀티캐스트(multicast) 트

래픽 전송을 위해 설정된 트리 경로 상의 트래픽 라우팅(routing)을 위한 프로토콜의 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MPLS는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 QoS)을 보장

하고 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Traffic Engineering) 방법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기술이다.

MPLS 트래픽 엔지니어링은 사용자들의 IP 패킷에 대한 다양한 QoS 요구를 보다 적절히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으로 레이블 스위치 경로(label switched path : LSP)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LSP는 단일 인그레스로부터 단일 이

그레스(egress)를 연결하는 점-대-점(point-to-point) 경로이다.

한편, IP기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VoIP, VOD, AOD, 인터넷 영화 및 화상회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에서 많은 경우는 점-대-다중점 형태의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점-대-점을 연결하는 LSP를 사용하여 점-대-다중점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네트

워크 자원에 대한 활용 및/또는 서비스 품질의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 이유는, LSP를 이용하여 멀티캐스팅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니캐스트(unicast)에 의한 멀티캐스팅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엔지니어링 테스크 포스(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IETF)에는 기존의 멀티캐스트용 IP 프로

토콜인 PIM-SM, PIM-DM 을 이용한 MPLS 레이블 분배에 대한 인터넷상의 제안(internet draft) 들이 존재하고 있

으며, MPLS 멀티캐스트를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존의 멀티캐스팅 프로토콜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리 경로의 결정은 수신지 기반(receiver-based)의 방법이

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의지를 적절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원 출원인은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망에서의 멀티캐스팅을 위한 근

원지 기반의 트래픽 경로 결정 방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출원 10-2001-65798호('01.10.24), 10-2001-65799

호('01.10.24) 및 10-2001-65800호('01.10.24)를 통하여 제안한 바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망에서의 멀티캐스팅을 위한 근원지 기반의 점-대-다중점 트래픽 경로 결정

시, 그 결정된 트래픽 경로 상에서의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 설정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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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

토콜 설정 방법은,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 방식이 적용된 데이터 통신망에 있어,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전송을 위한 점-대-다중점(point-to-multipoint) 트래픽 경로로서의 트리경로(LST)의 근원지 기반 결정 방법에 있

어서, 상기 결정 방법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트리경로를 통해 순방향 전송되는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하여, 해당 

트리경로의 구분을 위한 트리 구분 정보와, 해당 트리 경로의 대역폭을 지정하는 대역폭 지정 정보와, 해당 트리경로 

상의 경로에 대한 대역 예약 방법을 명시하는 대역 예약 정보 및 해당 트리경로의 토폴로지(topology)를 나타내는 토

폴로지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트 오브젝트를, 알에스브이피-티이(RSVP-TE : Resource ReServation Pr

otocol Traffic Engineering)에 기반한 패스(PATH) 메시지에 추가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결정 방법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트리경로를 통해 역방향 전송되는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하여, 해당 노드보다 하위 노드들에 의해 예약된

자원 정보를 나타내는 예약 대역폭 정보 및 상기 토폴로지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로서 브랜치 노드까지의 경로를 나타

내는 브랜치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리버스 라우트 오브젝트를, 알에스브이피-티이(RSVP-TE : Resource Re

Servation Protocol Traffic Engineering)에 기반한 리저브(RESV) 메시지에 추가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

상기 트리 구분 정보는 해당 트리 경로를 단일 트리경로, 복수 트리경로 및 대체 트리경로 중 하나로 구분하기 위한 

정보이고, 상기 브랜치 정보는 상기 토폴로지 정보를 이용가능하며, 상기 토폴로지 정보에는 해당 트리경로를 통한 

순방향 트래픽에 대한 메시지 전송시 그 메시지가 복사되어 분기되어야 할 분기 노드의 인식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토폴로지 정보가 상기 브랜치 정보로 이용될 경우, 상기 분기 노드는 역방향 트래픽 메시지에 대한 결합 노드로 

작용하며, 상기 결합 노드는 자신이 순방향 트래픽 메시지에 대해 분기해서 보냈던 하위 노드들로부터 상기 멀티캐스

트 리버스 라우트 오브젝트의 수신 시 이를 검사하여 자신이 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하되, 그 대역폭 결정은 상기 예약 

대역폭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상기 분기 노드는 상기 순방향 트래픽 메시지의 분기 전송후, 이에 대응하는 역방

향 트래픽 메시지의 수신 시 까지를 기산토록 하고, 그 기산 시간이 기 설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송 오류 메시지

를 생성하여 근원지 노드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MPLS 기반의 멀티캐스트 트리경로 설정에 활용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즉, 근원지 기반의 

트리경로가 라우터에서 결정되었을 때 이를 MPLS 영역내의 라우터 또는 스위치에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다. 이것은 마치 유니캐스트(unicast) 용 트래픽 경로(LSP)를 설정하기 위해 RSVP-TE 또는 CR-LDP를 사용하였

던 것처럼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위해서 트리경로를 설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다.

또한, 본 발명의 MPLS 기반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MPLS based Multicast Routing Protocol : MMRP)은 기

존의 수신지 기반의 프로토콜과 달리 근원지 기반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근원지 기반의 트리경로가 결정되면 이를 위

한 레이블(Label) 할당, 레이블 분배를 통하여 각 라우터 또는 스위치에서 멀티캐스팅 레이블 전송(Multicast label F

orwarding : MLF) 테이블이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대역폭에 대한 예약도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본 발명

의 MMRP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망 자원을 활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

당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에게 안정된 QoS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한 메시지 형태를 IETF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인 RSVP-TE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이용하였다. 즉, 

RSVP-TE에서 제공되는 패스(PATH) 및 리저브(RESV) 메시지에 멀티캐스팅 트리경로를 위해 필요한 오브젝트(obj

ect)들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멀티캐스팅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분기 노드(copy node)(또는 복사 

노드라 함)에서의 동작 및 전체적인 메시지의 동작과정을 포함하였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

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 멀티캐스트를 위한 경로란 점-대-다중점(point-to-multipoint)을 연결하는 트리(tree)로서 이후에는 트

리경로란 용어로 이를 대신하도록 한다. 즉, MPLS 네트워크에서의 트리경로란 단일 인그레스(ingress) 라우터로부터

복수개의 이그레스(egress) 라우터까지의 연결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레이블 스위치 트리(label switched tree : L

ST)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도 1은 MPLS 방식이 적용된 데이터 통신망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으로서, 해당 망(100)은 복수개의 라우터로 구성되

되, 상기 복수개의 라우터들 중 임의의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망(100)의 입구 역할을 하는 라우터를 인그레스(Ingres

s) 레이블 에지 라우터(Label Edge Router : LER)(110)라 하고, 출구 역할을 하는 라우터를 이그레스(Egress) 레이

블 에지 라우터(Label Edge Router)(120)라 하며, 상기 인그레스 LER(110)과 상기 이그레스 LER(120) 사이에 중간

경로의 노드 역할을 하는 하나 이상의 라우터들을 레이블 스위칭 라우터(Label Switching Router : LSR)(130)라 하

며, 상기 인그레스 LER(110)로부터 상기 LSR(130)을 거쳐 상기 이그레스 LER(120)까지 결정된 트래픽 경로를 레이

블 스위치 패스(Label Switch Path : LSP)(LSP1,LSP2)라 하는 바, 이와 같은 LSP는 인그레스 LER(110)에서 들어

오는 트래픽에 대하여 결정되며, 동 도면에서, 예컨대 LSP1은 110→132→133→120으로 결정된 경로를 말하고, LS

P2는 110→131→120으로 결정된 경로를 말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MPLS 기반의 멀티캐스트 트리경로 즉, LST에 대한 예시도로서, 동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인그레스(ingress)로부터 이 그레스1(Egress1), 이그레스2(Egress2) 및 이그레스3(Egress3)으로 멀

티캐스트가 요구되는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근원지로서의 상기 인그레스에 도착된 경우, 그 인그레스에서 상기 도착된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전송을 위해 결정된 두 개의 트리경로 LST1,2(또는 1개의 트리경로 LST1과 1개의 대체경로 B

T) 즉, 제 1 레이블 스위치 트리경로(Label Switched Tree)(LST1)와 제 2 레이블 스위치 트리경로(Label Switched

Tree)(LST2) 또는 한 개의 대체트리경로(Backup Tree : BT)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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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 'Ingress→LSR2→LER5→Egress1,2,3'의 경로는 LST1을 나타내고, 점선으로 나타낸 'Ing

ress에서 Egress1,2,3으로의 경로는 LST2 또는 대체트리경로인 BT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LST1과 LST2(or Backup tee)는 Ingress로 부터 Egress1, 2 및 3까지의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트리경로들이다. 본 발명은 이러한 트리경로를 설정하여 트래픽을 전송할 시, 그 트리경로상의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 즉, MPLS 기반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MMRP)을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일 멀티캐스팅을 위한 

트리경로가 하나이면 LST1을 위한 프로토콜이고, 두개의 트리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면 LST1과 LST2를 위한 것이

며 한 개의 트리경로와 대체 트리경로를 갖는 경우라면 LST1과 Backup Tree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MRP의 개념적인 동작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동 도면에서, MPATH와 

MRESV는 알에스브이피-티이(RSVP-TE :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Traffic Engineering)에 기반한 기존

의 패스(PATH) 메시지와 리저브(RESV) 메시지에 본 발명에 따른 오브젝트를 각각 추가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

다.

즉, 인그레스(Ingress) 노드(1)에서 이그레스(Egress) 노드(4,5)로 MPATH 메시지가 순방향 전달되는 과정 및 역방

향으로 MRESV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것은 기존의 RSVP-TE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오브

젝트(object)와 본 발명에 따른 오브젝트가 패스(PATH)와 리저브(RESV) 메시지에 추가되어 전송된다.

여기서, 본 발명의 MMRP내의 메시지를 MPATH와 MRESV로 명명하여 기존의 메시지(PATH,RESV)와 구분하였다.

또한 MPATH 메시지가 다운스트림(downstream)방향 즉, 순방향으로 전송될 때 트리경로는 분기 노드(또는 복사(c

opy) 노드나 브랜치(branch) 노드라 함)(2,3)에서 메시지 복사가 발생하고, 업스트림(upstream) 즉, 역방향인 경우는

결합 노드(merge node)(2,3)에서 MRESV 메시지가 병합되는데, 도 3과 도 4를 서로 비교해 보면 분기노드(2,3)와 

결합노드(2,3)는 동일한 노드이다.

본 발명의 MMRP의 상기 MPATH 메시지가 갖는 오브젝트는 기존 RSVP의 패스 메시지의 오브젝트들을 포함하여 

도 5와 같이 새롭게 정의된 멀티캐스트 라우트 오브젝트(Multicast Route object : MRO)를 추가하였다.

도 5의 MRO를 보면, 정보의 길이/형태(Lenth(type)), 정보 분류 번호(Class-Num), 셋업 우선순위(Setup priority), 

유지 유선순위(Hold priority) 등과 같은 정보가 있고, 또한 설정되는 트리경로의 구분을 위한 정보로서 예컨대 해당

하는 트리경로가 단일 트리경로, 복수 트리경로 및 대체 트리경로 중 어떤 것인가를 구분 하는 트리 구분정보(Tree I

D), 트리경로 결정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로서 해당 트리경로를 위해 필요한 대역폭을 지시하는 대역폭 지

정 정보(Required Reservation Bandwidth), 해당 트리경로 상의 경로에 대한 대역 예약 방법을 명시하는 대역 예약 

정보(RSV style), 및 해당 트리경로의 토폴로지(topology)를 나타내는 것으로 트리경로 결정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어

지는 토폴로지 정보(On TreeNode Ids)로 구성되어 있다. 도 3과 도4의 트리경로에 대한 토폴로지 정보를 나타내면 

도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 3 및 도 4에서 분기 노드(copy node)(2,3)는 MPATH 메시지가 전송될 때 MPATH 메시지에 대한 복사 및 전송을

책임지는 노드이다. 도 3의 2번 노드에 도 6과 같은 토폴로지 정보를 갖는 메시지가 도착했다면 그 2번 노드는 분기 

노드(2)이므로 상기 토폴로지 정보(On TreeNode IDs)를 탐색(자료구조의 열을 확인)하여 자신이 분기 노드임을 인

식하고, 그 토폴로지 정보에 근거하여 3번 노드와 6번 노드로 분기해서 보낼 메시지 복사를 수행한다. 이때 3번 노드

로는 도 6의 부분1(part1) 만을, 노드 6으로는 부분2(part2)만을 복사하여 보낼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찬가지 방법으로 노드 3은 노드 4와 노드 5에 MPATH메시지를 복사하여 보낸다. 분기 노드(2,3)가 메시지를 복사하

여 보낼 때 자신 이전의 토폴로지 정보(On TreeNode IDs)는 보내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이후의 토폴로지 정보에 대

해서만 MRO의 해당 필드에 첨가하여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송되는 메시지의 양은 줄이지만 노드의 부담

은 증가하게 된다.

다음으로 상기 분기 노드(2,3)은 MPATH 메시지를 복사하여 전송한 후, 도 7 과 같은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MRESV

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기산하도록 한다. 이것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신이 메시지를 복사해서 전송했던 하

위 노드로부터 응답 메시지가 없으면 이에 대한 오류를 근원지 노드인 인그레스 노드(1)측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도 4의 상기 결합노드(merge node)(2,3)는 자신이 메시지를 복사해서 보냈던 하위 노드들(하나 또는 그 이상임)(이

것은 노드 2에 대해서는 노드 3,6이고, 노드 3에 대해서는 노드 4,5임)로부터 본 발명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도 7과 

같은 멀티캐스트 리버스 라우트 오브젝트(Multicast Reverse Route object : MRRO)를 갖는 메시지를 받아서 MRR

O를 검사한 후 자신이 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 5의 MRO에 있는 요구 대역폭으로

자원예약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 이유는 트리경로를 계산할 때 가능한 대역폭을 고려하여 트리경로를 결정하였기 때

문이다.

본 발명의 MMRP의 상기 MRESV 메시지가 갖는 오브젝트는 기존 RSVP의 리저브(RESV) 메시지의 오브젝트들을 

포함하여 도 7과 같이 새롭게 정의된 멀티캐스트 라우트 오브젝트(MRRO)를 추가하였다.

도 7의 MRRO를 보면, 정보의 길이/형태(Lenth(type)), 정보 분류 번호(Class-Num), 설정되는 트리경로의 구분을 

위한 정보로서 예컨대 해당하는 트리경로가 단일 트리경로, 복수 트리경로 및 대체 트리경로 중 어떤 것인가를 구분

하는 트리 구분정보(Tree ID), 해당 노드보다 하위 노드들에 의해 예약된 자원 정보를 나타내는 예약 대역폭 정보(Re

served Bandwith)(이를 바탕으로 결합 노드들은 자원 예약을 결정하게 됨), 도 5의 상기 MRO의 토폴로지 정보에 대

응하는 정보로서 그 토폴로지 정볼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브랜치 노드까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브랜치 정보(T

o BranchNode Ids), 및 기타 특별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기 위한 필드(others)로 구성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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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

정 방법은,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망에서의 멀티캐스팅을 위한 근원지 기반의 점-대-다중점 트래픽 경로 결

정 시, 그 결정된 트래픽 경로 상에서의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한 메시지 형태를 IETF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인 RSVP-TE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이용하였다. 즉, RSVP-TE에서 제공되는 패스(PATH) 및 리저브(RESV)

메시지에 멀티캐스팅 트리경로를 위해 필요한 오브젝트(object)들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멀티

캐스팅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분기 노드(copy node) 및 결합 노드(merge node)에서의 동작 및 전체적인 메시지의 동

작과정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발명에 의하면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망에서의 멀티캐스팅을 위한 근원지 기반의 점-대-다중

점 트래픽 경로 결정 시, 그 결정된 트래픽 경로 상에서의 순방향 및 역방향 트래픽의 라우팅이 원할히 수행되는 효과

가 창출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PLS) 방식이 적용된 데이터 통신망에 있어, 멀티캐스트 트래픽의 전송을 위한 점-대

-다중점(point-to-multipoint) 트래픽 경로로서의 트리경로(LST)의 근원지 기반 결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결정 방법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트리경로를 통해 순방향 전송되는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하여, 해당 트리

경로의 구분을 위한 트리 구분 정보와, 해당 트리 경로의 대역폭을 지정하는 대역폭 지정 정보와, 해당 트리경로 상의 

경로에 대한 대역 예약 방법을 명시하는 대역 예약 정보 및 해당 트리경로의 토폴로지(topology)를 나타내는 토폴로

지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트 오브젝트를, 알에스브이피-티이(RSVP-TE : Resource ReServation Protoc

ol Traffic Engineering)에 기반한 패스(PATH) 메시지에 추가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결정 방법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트리경로를 통해 역방향 전송되는 트래픽의 라우팅을 위하여, 해당 노드

보다 하위 노드들에 의해 예약된 자원 정보를 나타내는 예약 대역폭 정보 및 상기 토폴로지 정보에 대응하는 정보로

서 브랜치 노드까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브랜치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캐스트 리버스 라우트 오브젝트를, 알에스브이

피-티이(RSVP-TE : 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Traffic Engineering)에 기반한 리저브(RESV) 메시지에 추

가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리 구분 정보는 해당 트리 경로를 단일 트리경로, 복수 트리경로 및 대체 트리경로 중 하나로 구분하기 위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브랜치 정보는 상기 토폴로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토폴로지 정보에는 해당 트리경로를 통한 순방향 트래픽에 대한 메시지 전송시 그 메시지가 복사되어 분기되어

야 할 분기 노드의 인식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토폴로지 정보가 상기 브랜치 정보로 이용될 경우, 상기 분기 노드는 역방향 트래픽 메시지에 대한 결합 노드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노드는 자신이 순방향 트래픽 메시지에 대해 분기해서 보냈던 하위 노드들로부터 상기 멀티캐스트 리버스 

라우트 오브젝트의 수신 시 이를 검사하여 자신이 가능한 대역폭을 결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결정은 상기 예약 대역폭 정보에 근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

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분기 노드는 상기 순방향 트래픽 메시지의 분기 전송후, 이에 대응하는 역방향 트래픽메시지의 수신 시 까지를 

기산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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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산 시간이 기 설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송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여 근원지 노드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

는 멀티-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기반의 멀티 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설정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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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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