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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장애복구의 중요 성능 요인 중의 하나인 복구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 LSP (Label Switched Path)들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장애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LSP 들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다중링크 장애에 대해서도 복구가 되는 장점과 함
께 장애 복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송대역폭의 저하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장애관리 시스템을 객체기반의 구조로 설계하고, 구현하여 다양한 기종의 MPLS 
LSR(Label Switched Router)들로 구성된 MPLS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차별화 서비스별 
QoS(Qualitfy of Service)를 보장함과 동시에 장애 발생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1. 서론  
 
차세대 인터넷에서의 QoS 보장형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이 
도입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트래픽 엔지니어링 구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MPLS-TE(TrafficEngineering)
망은 MPLS-TE LSR 간에 QoS 보장이 가능한 LSP 
(Label Switched Path) 를 설정하고 트래픽 엔지니어
링기능을 제공한다[1]. 
기존의 IP 망에서 장애 복구는 장애가 발생한 

후 인접 라우터에 의해 link state advertisement(LSA)
가 flooding 방식으로 통보되고, 각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변경함으로써 패킷 전달 경로가 변경된다. 
이와는 달리 MPLS 망에서의 장애 복구 기능은 장
애가 발생한 working LSP 에 대한 backup LSP 를 사
전에 설정하는 protection switching 기능을 제공하여 
빠른 복구 성능을 얻을 수 있다[2]. 

Backup LSP 기반의 1:1 또는 1+1 path protection 
switching방식은 working LSP에 대해 backup LSP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빠른 보호 절체
(protection switching) 성능을 가질 수 있으나, 복구를 
대비한 backup LSP가 실제 트래픽 전송에 사용되지 
않아 자원 이용율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3]. 

Cisco 라우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path protection 

switching[4-5]방식에서 backup LSP를 standby path방
식과 path-option 방식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backup 
LSP 가 점유하게 되는 대역폭을 장애발생하기 전에
는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장애가 발생한 후에 
working LSP가 가지는 대역폭이나 backup LSP가 가
지는 대역폭이 복구할 링크에 남아 있는 유효 대역
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working LSP에서 제공
하고 있던 LSP 의 전송대역폭을 만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송 성능의 저하가 발생 할 수 있는 문
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isco라우터 기반의 path protection 

switching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복구 후 backup 
LSP 성능저하의 문제점을 LSP 의 우선순위를 고려
함으로써 개선하였다. 이렇게 우선순위기반의 링크
선점(preemption)방식 path protection switching 에서는 
1:1 방식에서 가지는 자원 이용율이 저하되는 단점
을 해결할 수가 있으며,  1:N path protection 복구방
식에서 얻을 수 있는 복구 자원의 이용 효율성 향
상과 M:N path protection 복구방식에서의 다중 링크 
장애의 복구까지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isco router 기반의 path protection

의 기능을 객체기반의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설계 및 구현하여[6], MPLS통신망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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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복구와 함께 장애가 발생
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판단과 장애가 발생된 위
치파악 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전후로 사용자 QoS
를 만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성능상의 저하를 보이
는 LSP 에 대해서도 복구가 될 수 방안을 제시하였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MPLS

망의 장애 복구 모델인 1:1 과 1+1 path protection 
switching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3 절
에서는 Cisco router기반의 path protection switching 방
식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본 논문에서 제시
하고 있는 우선순위기반의 링크선점방식에 대해서 
제안 한다. 4 절에서는 MPLS 망에서의 효율적인 장
애관리 시스템을 객체기반으로 구현 및 설계하며, 5
절에서는 NMS 시스템의 객체기반 장애복구 절차를 
제시하고, 6절에서는 성능 측정과 분석을 하고, 7절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MPLS망의 장애 복구 모델 
MPLS 망에서의 장애 복구 모델은 크게 rerouting

과 protection switching 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protection switching 방식은 지역별 장애복구 (link / 
node protection)과 종단간 path protection 방식으로 분
류한다. 종단간 path protection 은 1:1 과 1+1 path 
protection 방식이 있으며, 1:1 방식에서 확장된 형태
의 1:N과 M:N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7]. 
장애 발생시 경로를 재설정하게 되는 rerouting  

방식은 장애 발생 후에 복구되어야 할 트래픽의 요
구사항에 맞는 새로운 경로 혹은 세그먼트 단위로 
복구 설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새로운 경로에 대한 
설정은 장애 발생 정보나 라우팅 정책,구성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이 방식은 protection switching 
방식에 비해서 복구 속도면에서 느린 면은 있지만, 
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역폭에 대한 통신망 자
원의 낭비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8]. 
이와 반대로 protection switching 복구 방식은 복

구 경로 혹은 세그먼트 단위의 경로가 사전에 설정
되어 있다. 이 방식에서는 복구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working path 의 링크나 노드에 
disjoint 한 경로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복구되
어야 할 backup path 가 working path 와 동일한 경로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working path 에 장애발생시 
backup path에도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며 장애가 복
구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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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k protection (b) Node protection (c) Path protection  
(그림 1) Protection switching 복구 모델 

(그림 1) (a)와 (b)는 protection switching 복구 방

식 중에서 지역별 장애복구의 방법으로 장애를 복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정 링크
나 노드에 대해서 protection 해주는 것이고, (c)의
path protection방식은 working path경로의 특정 세그
먼트 중의 특정 링크나 노드에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방식이다. 
 
2.1 1:1 path protection switching 

하나의 working path 에 대해서 backup path 를 할
당해 두는 방식이다. Backup path 에 대해서 할당된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다른 working path 들
에 대해서도 하나의 backup path 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1:N 의 방식이 있으며, 1:N 방식을 다중링크 
장애에 대해서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M:N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backup path 에 우선순위에 의
한 low-priority 트래픽이 우선 선점하여 전송할 수 
있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backup path 로  트
래픽의 보호절체가 이루어 진다. 
 
2.2 1+1 path protection switching 
하나의 working path 에 동일한 특성의 backup 

path를 준비해 두는 것은 1:1과 유사하나 1+1의 경
우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경로 뿐만 아니라 대체경
로로도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수신 단에서
는 두 경로를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수신하게 한
다. 사용 경로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대체경
로를 통한 수신이 가능하게 되고, 1:1 보다  빠른 복
구 수행이 가능하지만,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도 backup path 의 대역폭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보
하고 있어야 하므로 자원 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 
 
3. Cisco Router기반의 Path Protection Switching 

 
(그림 2)와 (그림 3)에서는 Cisco router 에서 제공

하고 있는 standby path 방식과 path-option 방식을 나
타낸다. 두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working LSP
를 복구할 backup LSP 를 장애 발생 이전에 생성을 
해 두는 것과 단지 복구될 경로만 명시적을 지정해 
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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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andby path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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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ath-option mode 

<표 1> 에서는 두 가지 방식에서의 특징과 장/단점
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Cisco router기반의 path protection switching 

 Standby Mode Path-Option Mode 

Backup 
LSP  
설정방식 

Working LSP 에 대한 
backup LSP 를 명시적으
로 지정 

Working LSP 에 대해 
backup LSP 생성하지 않
음. 
Backup LSP 의 복구경로
에 대한 정보만 존재. 

Backup 
LSP의 
Traffic 

parameter 
설정 

Working LSP 와 다른 특
성의 LSP생성 가능. 

Working LSP 와 동일한 
특성의 LSP생성만 가능.

Protection 
switching 장애 발생시 자동 절체. 장애발생시 자동 절체. 

장점 
Backup LSP가 링크의 대
역폭을 점유하지 않음. 
(링크사용의 효율성) 

Backup LSP가 링크의 대
역폭을 점유하지 않음. 
(링크사용의 효율성) 

문제점/ 
제한점 

Backup 링크에 충분한 
대역폭이 없을 때 
working LSP 에서 제공한 
대역폭을 만족  못함. 

Backup 링크에 충분한 
대역폭이 없을 때  
working LSP 에서 제공한 
대역폭을 만족 못함. 

 
3.1 우선순위를 이용한 1:1 backup path 방식 
장애가 발생되지 않은 동안에는 backup path 로 

우선순위가 낮은 low-priority 트래픽을 전송하여 
backup path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LSP들간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장애복구는 backup 
LSP 가 설정된 경로상의 링크들이 가지고 있는 유
효 대역폭(sub-pool bandwidth)에 따라 복구 가능여부
가 결정이 된다. 

LSP 들을 우선순위로 구분할 경우 각 working 
LSP 의 priority 를 다르게 설정하여 차등적으로 복구
를 하는 방안이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backup 
LSP 와 동일한 경로 상에 low-priority 의 다른 
working LSP 트래픽이 흐른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는 backup 경로에 흐르고 있던 low-priority working 
트래픽은 유효 대역폭이 있을 경우 계속 흐르게 되
지만, 유효대역폭이 없는 경우는 해제되거나 MPLS-
TE LSP 가 아닌 대역폭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best 
effort 방식의 일반 LSP방식으로 전송을 하게 된다.  

 
3.2 제한된 복구자원을 활용한 우선순위 M:N 다중링
크 복구 방식 
우선순위를 이용한 1:1 backup path 방식에서의 

priority 와 대역폭을 서비스 공급 정책에 잘 부합되
게 설정해 주는 경우 M:N path protection 복구방식이 
제공하는 다중 링크장애에 대해서도 복구가 가능하
며 복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 에서는 working LSP 6 개를 4 개의 
우선순위로 구성을 하였으며, working LSP 에 대한 

우선순위는 LSP 1,2,3 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우선 
순위인 1로 설정 하고, 나머지 LSP 4, 5에 대해서는 
각각 2, 3 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장애발생시 
backup LSP가 생성이 되는 링크에는 LSP 6을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4 로 두었다. 모든 LSP 에 공통적
으로 500Kbps 의 대역폭을 가지는 LSP 로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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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ultiple Link Failure Recovery구성 

Working LSP1 과 2 를 지나는 링크에 장애가 발
생하게 되면 LSP1과 LSP2는 backup LSP로 절체되
어 흐르게 된다. 

LSP 1,2 경로상에 장애발생 후에 또다시 LSP 
3,4,5 의 경로상에 장애가 발생한 후에는 backup 링
크의 대역폭을 고려했을 때 LSP3 은 우선순위 1 로
써 backup LSP 로 절체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고, 
LSP 4 의 경우에는 low priority 트래픽의 LSP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제한된 복구자원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대역폭을 선점하게 되며, 
low-priority 트래픽인 LSP 6은 폐기된다. Priority 3을 
가진 LSP5는 LSP 1, 2, 3, 4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가
지기 때문에 복구자원이 한정된 링크에서는 backup 
LSP로 절체 되지 않고 해제가 된다. 
 
4. MPLS 망에서의 장애관리를 위한 NMS
설계 및 구현 

 
본 장에서는 MPLS 네트워크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발생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 및 장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의 분석과 장애가 발생된 위
치의 신속한 파악 뿐만 아니라 사용자 QoS 를 만족
하지 못하는 심각한 성능상의 저하를 보이는 LSP
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의 객체 
기반의 기능구조와 구현방안에 대하여 설명한다[6]. 

 
4.1 MPLS 장애관리를 위한 NMS구조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객체기반
의 장애관리 NMS 기능 모듈 구성을 기존 TINA 체
계의 장애관리 NMS 기능 모듈구성과 비교하여 보
여 주고 있다. (그림 5)의 (a)는 TINA 구조의 장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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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에서는 SNMP trap daemon 이 각 
MO(Managed Object)들의 장애통보를 받은 후에 네
트워크를 관리하는 다른 관리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서 해당 MO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Fault Handler 에서 trap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
다. 즉, 장애발생에 있어서의 Alarm Surveillance, 
Fault Localization, Fault Correction, 그리고 Testing/ 
Diagnostic 기능을 Fault Handler 내의 개별적인 모듈
이 각각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10]. 

 

SNMP 
Trap daemon

Fault Handler

GUI

NMS

SNMP 
Trap daemon

Network
management

Fault Handler

GUI

NMS

(a) TINA 망관리기반 (b) 객체관리기반

Log

Log

CORBA/IIOP

CORBA/IIOP

XML/Socket

CORBA/IIOP XML/Socket

Method call

LSRLSRLSP
LSRLSRPort

MPLS Network

LSRLSRLSR

 
(그림 5) OOP기반의 장애관리 시스템 

(그림 5)의 (b)에서는 Fault Handler 의 중앙 집중
형 장애관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각각의 
MO (Router, Port, Link, MPLS LSP )들에서 장애가 발
생한 trap메시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장애 처리를 해
주게 함으로써 휠씬 효율적인 동시에 다른 MO 를 
추가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확장성 문제에서도 효율
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림 5)의 (b)의 객체지향형 장애관리 기능구조
의 Fault Handler는 장애발생에 따른 log 기능과 GUI
로 장애 정보를 notification 해주는 기능만을 가지게 
된다. 
 
4.2 MPLS 장애관리를 위한 NMS 시스템의 세부 기
능 모듈 
 

Route Map

MPLS 
VPN

MPLS 
LSP

Physical 
port

CLI interfaceCLI interface

Router
Physical 

port Router

Route MapMPLS 
LSP

MPLS 
VPN

7204_G7204_G 7204_H7204_H 7204_F7204_F

3620_C3620_C3620_D3620_D

NMS

SNMP Trap Daemon

Fault 
Handler

Physical Layer 
Network

MPLS Layer 
Network

Router

Route Map

Physical 
port

AlarmManager
GUI

MPLS 
LSP

VPN Network MPLS 
VPN

CLI interface

 
(그림 6) MPLS 장애관리 시스템 구조 

(그림 6)에서는 장애관리 시스템의 세부 기능 
모듈은 service provider network 를 구성하고 있는 백
본망에서 전체적인 트래픽에 대한 성능분석과 경로
설정, 장애발생의 처리를 담당하는 NMS 의 일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인 라우터, 포트와 링크, 논리적인 MPLS LSP 를 각
각 개별적인 MO (Managed Object)로 구성하여 해당 
부분에 발생하는 장애들을 각 MO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백본망에서 발생한 물리적인 노드나 링크

의 장애나 논리적인 LSP 장애에 대해서 SNMP trap 
daemon 을 통해서 SNMP trap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이 메시지는 발생한 trap 메시지의 세부정보에 따라 
분류가 된다. 각 MO 들에 의한 세부적인 기능 모듈
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4.2.1 SNMP Trap daemon 

SNMP 프로토콜을 통해 네트워크망의 각 MO 들
에서 발생한 trap 메시지를 받아서 physical layer 
network, MPLS layer network, VPN network로 구분하
고, XML / socket interface를 통해서 callback형식으로 
전달한다. Trap daemon에서는 MO에서 받은 메시지
에 대해서 trap 발생유형에 따라 trap reporting agent 
address, trap type, interface ID와 local interface reason 
정보를 통해서 발생된 trap 유형을 과 해당 MO 를 
파악하게 된다.  

<표 2> 에서는 MPLS 망에서 발생하는 장애 발
생 trap 의 유형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외에 trap 
daemon 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로그를 작
성함과 동시에 Alarm Manager GUI로 보내어 그래픽
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표 2>  Trap Daemon 의 Trap Type attribute 

Module Trap Type num
ColdStart Trap 1 
WarmStart 2 
LinkDown (LSP, Port ) 3 
LinkUP ( LSP, Port) 4 
AuthenticationFailure 5 

SNMPv2-
MIB 

EgpNeighborLoss 6 
Reload 0 Cisco 

interface tcpConnectionClose  1 
mplsVrfIfUp 1 
mplsVrfIfDown 2 
mplsNumVrfRouteMidThreshExceeded 3 
mplsNumVrfRouteMaxThreshExceeded 4 

MPLS-
VPN-MIB

mplsNumVrfSecIllegalLabelThreshExceeded 5 
 
4.2.2 Physical, MPLS, VPN network 

SNMP trap daemon 에서 분류된 장애발생 trap 은 
각 계층별 네트워크에 보내지며,  MO 별로 trap 의 
발생유형에 따라 각각 처리되게 해 주었다. 포트나 
라우터 노드에서의 장애는 physical network 에서 처
리를 해주게 되며, 노드나 포트에 의한 장애로 인한 
논리적인 LSP 의 장애는 physical port 에서 working 
LSP 와 backup LSP 정보를 통해 복구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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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S LSP 에서는 각 LSP 에  대한 개별적인 장
애 복구 매커니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backup LSP 로의 절체는 LSR 모듈에서 CLI (Com-
mand Line Interface)를 통해서 직접 라우터로 접근하
도록 하였다. 관리자가 직접 LSP 연결을 해제 시키
거나, IP address의 중복 처리와 양쪽 라우터의 설정
문제로 인한 LSP 의 시그널링 장애는 Physical 
network 가 아닌 MPLS network layer 에서 처리를 한
다. 

MO 로부터의 trap 발생이 PE 와 CE 간 링크나 
포트 또는 CE 라우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한 
VPN service의 다운상태로 처리할때는 VPN Network
에선 MPLS VPN MO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고 장애 
발생 유무를 확인한 후에 Fault Handler 에게 Log 작
성을 요청한다. <표 3 > 는 physical layer 와 MPLS 
layer 그리고 VPN Network 을 구성하고 있는 MO 의 
attribute를 나타낸다. 

 

<표 3>  Layer Network 별 MO 

 Name Type 
m_listNodes CObList 
m_listPorts CObList Phsical 

layer m_listLinks CObList 
m_listLSPs CObList MPLS 

layer m_lpListMOs CObList* 
m_listVPNs CObList VPN m_lpLitMOs CObList * 

 
4.2.3 Physical Port , Router MO에서의 장애처리 

Physical network 에선 physical Port 로부터 MO 의 
object reference 를 통해 정보를 받게 되고, Port 와 
router 에 대해서 장애 발생유무를 확인한 후에 
Fault Handler에게 Log작성을 요청한다.  

<표 4> Physical Port MO 

Name Type 
m_strPortName PORTNAME 
m_lpParentNode Logical View::PhysicalNode 
m_lpNeighborPort Logical View::PhysicalPort 
m_lpConnectionLink Logical View::PhysicalLink 
m_bEnable BOOL 
 
<표 4-5 > 에서는 physical port MO 와 router MO 의 
attribute를 나타낸다. 

<표 5> Router MO 

Name Type 
m_strRouterID CString 
m_lCountOfPorts usigned long 
m_strDescription CString 
m_listlpNeighborNodes CObList 
m_strRouterAddress CString 

 

4.2.4 MPLS LSP 
Physical port장애로 인하여 해당 port로 지나가는 

LSP 에서 장애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 physical port
에서 의 MPLS working LSP정보를 읽어서 개별적인 
backup LSP 로 각각 보호 절체(protection switching) 
요청을 한다. 또한 성능상의 장애로 인해 특정 LSP
로 지나가는 트래픽의 양의 기준치보다 적은 경우 
이를 장애로 간주하여 LSP를 복구할 때 MPLS LSP 
MO를 참조한다. <표 6 > 에서는 MPLS LSP를 구성
하고 있는 MO의 attribute를 나타낸다. 
 

<표 6> MPLS LSP MO 

Name Type 
m_listPorts CObList 
m_LSPType LSPTYPE 
m_strLSPID CString 
m_strSourceRouterIP CString 
m_strBackupLSPID Logical View::MPLS LSP 
m_bWorkingPath BOOL 
m_RoutingMode ROUTINGMODE 
m_BackupMode BACKUPMODE 
m_ulCountOfPort unsigned long 

 
4.2.5 Route-map MO 

route-map 은 LSP 를 생성한 후 만들어진 Access-
List 정보를 사용하여 InBound 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설정된 LSP 로 전송하기 위한 필터링기능을 한다. 
장애가 발생시에는 해당되는 RouteMap 에 설정된 
working LSP 의 정보는 route-map 에서 제외시키고 
backup LSP 를 route-map 에 적용시키는 기능을 처리
함으로써 장애복구가 이루어 진다. <표 7 > 에서는 
RouteMap MO의 attribute를 나타낸다. 

<표 7>  RouteMap MO 

Name Type 
m_listElements CObList 
m_strName CString 
 
4.2.6 Fault Handler MO 

Fault Handler 에서는 각 네트워크의 MO 들로 발
생한 Event Type(e.g, NodeDown, PortDown, VPN Down, 
LSPDown )에 따라  DB 에 Log 저장하는 기능과 
Fault Handler GUI로 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표 8 > 
에서는 Fault Handler MO의 attribute를 나타낸다. 

 

<표 8> Fault Handler MO 

Name Type 
m_strTime CString 
m_strDate CString 
m_strDerivedNetwork CString 
m_strID C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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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Fault Handler GUI 
(그림 7)은 장애가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AlarmLog 로 저장이 되는 값을 GUI 표현하였다. 장
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장애발생 MO 가 속해 있
는 Alarm Type, 네트워크, 장애발생 Router ID, IP 
address, 장애가 발생한 Interface Type, 마지막으로 
장애발생 근본 원인을 표 형태로 보여준다.  
 

 
(그림 7) 장애발생 요인을 보여주는 GUI 

5. NMS를 통한 장애복구 절차 
 
5.1 LSP down에 대한 장애복구 절차 
 
(그림 8)에서는  LSP down 에 대한 장애 복구 
sequence diagram을 보여준다. 

XML/SocketInterface : 
SNMPTrapDaemon

 : 
MPLSNetwork

WorkingLSP : 
MPLSLSP

BackupLSP : 
MPLSLSP

 : RouteMap  : Router

LSP Down

TRUE

if severely 
performance 
degraded

receive TrapMessage

OnReceive ( )

GetLSPFromLSPID

OnNotifyTrap ( )

LSP object reference

IsNotifyFault ( )

FaultDetection (TRUE )

BackupActivate ( )

ModifyRouteMap ( )

BackupActivate( )

ModifyRouteMap( )

 
 

(그림 8) LSP down에 대한 장애복구  
sequence diagram 

LSP 다운인 경우는 trap daemon 에서는 MPLS 
layer network module로 발생한 trap정보를 넘겨주고, 
해당되는 LSP ID를 working MPLS LSP module로부
터 working LSP가 가지고 있는 구성 정보들에 대해
서 넘겨받게 되고, working LSP MO의 object reference
를 통해 backup LSP 로 스위칭이 시작된다. 보호절
체를 하기에 앞서 working LSP 에 대한 장애발생의 
명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LSP 의 장애는 

Node 다운, Port 다운으로 LSP 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LSP 를 다운 
시키는 경우(administratively shutdown)과 LSP가 제공
해 주어야 할 대역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severe performance degradation LSP)에 발생하게 되는 
성능의 저하로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것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IsNotifyFault( )로써 장애
가 사전에 처리된 경우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장애처리가 되지 않은 LSP인 경우엔 MPLS Network
에서는 FaultDetection( )를 통해 특정 working LSP MO
에 접근하여 해당 MO 가 가지고 있는 장애복구 메
커니즘에 따라 처리를 해주게 된다. Route-Map 
Module에서는 working LSP와 backup LSP에 대해서 
선점하게 될 LSP를 스위칭하게 된다. Backup LSP가 
route-map 에 적용한 후에는 다시 MPLS Network 
Module 에게 새로운 backup LSP 를 생성할 것을 요
청한다.  
 
5.1 Router/Port Down에 대한 장애복구 절차 

Router 에 포함된 port 리스트들이 전부 다운 된 
경우를 router 다운으로 판단을 한다. Port 다운인 경
우에는 5.1 절에서의 LSP down 인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각 LSP의 backup LSP로 LSP들
에 대해서 절체시켜 주지만, port 의 장애인 경우에
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해당 Port 
에 대한 장애처리 여부 ( LSP 의 IsNotifyFault( )와 
동일), 둘째, 해당 port 를 가지는 라우터의 다운문제, 
셋째 이웃하는 port 에 대한 장애처리문제 또한 이
루어 져야 하며, 여기에서도 우선적으로 장애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웃하는 라우터
의 다운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 장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
인을 판단할 수가 있다. 

Port 와 Router 에서의 장애 발생에 대한 log 처리
를 한 후에는 특정 port 로 지나가는 LSP 들에 대해
서도 특정 LSP MO로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6. 성능 측정 및 분석 

• Routing Protocol : OSPF
• Encapsulation Type : HDLC
• route associated with working LSP :

•10.10.2.1, 10.10.1.2
• route associated with backup LSP :

•10.0.40.1, 10.0.50.1, and 10.0.60.2

Fast Ethernet port

POS(Packet Over SONET) (155Mbps)

Serial port ( 2Mbps)

7204_G 7204_H  7204_F  

3620_D 3620_C

 
 (그림 9) path protection 시험 망 구성도 

(그림 9)와 같이 POS(Packet Over SONET) 링크로 
구성되어 있는 working LSP 는 최대 유효 대역폭이 
155Mbps급의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backup LSP로 

 6



 

사용될 링크는 serial 링크로 구성되며, 대역폭은 
2Mbps를 가지고 있다.  
각 링크의 최대 유효한 대역폭은 최대 대역폭의 

95% 정도의 대역을 가질 수 있다. 즉, serial 링크의 
경우 최대 유효 대역폭은 1.8 ~ 1.9Mbps 를 가질 수
가 있다.  

LSP 의 우선순위는 설정된 backup 의 대역폭을 
만족하여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되거나 대역폭
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dynamic LSP 서비
스로 전송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링크의 대역폭 역시 우선순위와 함께 고
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Backup LSP 가 생성될 곳에는 먼저 low-traffic 이 
우선순위 2 와 대역폭 1.5Mbps 가지며, working LSP
는 우선순위를 각각 조정하여 설정된 대역폭이 장
애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조절이 되는 지를 보기 
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순위와 링크의 대역폭에 따

라 <표 9>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case 1의 경우에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두어 서
로간의 우선순위의 차가 없도록 설정하였으며, case 
2 의 경우에는 working LSP 를 low-traffic LSP 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LSP 로 설정하여 장애 발생시 우
선적인 링크선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9> LSP들간의 우선순위와 대역폭 

 Working LSP Low-priority 
LSP 

비고  
(장애 발생 후) 

Case 1 

Priority 2 
 

Bandwidth  
sub-pool 1500 

Priority 2 
 

Bandwidth  
sub-pool 

1500 

- 대역폭 요구량 불만족
- backup TE-LSP 생성 
안 됨 

- working traffic :  
Dynamic LSP 전송 

Case 2 

Priority 1 
 

Bandwidth  
sub-pool 1500 

Priority 2 
 

Bandwidth  
sub-pool 

1500 

- 대역폭요구량 만족 
- High Priority 우선점유 
- backup TE-LSP 생성  

 
Case 1 에서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경우로 

(그림 10)과 같이 구성이 된다. Working LSP를 low-
priority LSP 와 동일한 우선순위를 둔 경우로써 
working LSP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backup path로의 
절체가 해당 물리적인 링크의 대역폭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backup LSP 가 생성이 되지 않으며 
dynamic LSP 로 전송이 된다. 이 경우 동일한 우선
순위를 가진 LSP 에서는 물리적인 링크의 대역폭을 
나눠서 사용하게 된다.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LSP 가 동일 링크로 전송이 될 경우 N 개의 LSP 가 
전체 대역폭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므로 best effort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Case2 에서는 working LSP 의 우선순위가 low-
traffic LSP 보다 높은 경우로써 (그림 11)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Working LSP 에 장애 발생시, backup 
LSP 가 생성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backup LSP 가 우선적으로 설정된 대역폭(1.5Mbps) 
만큼의 대역을 사용하게 되고, low priority traffic 데
이터가 사용하던 1.5Mbps 만큼의 대역은 사용하지 
못하며, 물리적인 링크의 남은 대역인 약 0.5Mbps 
의 대역만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low priority traffic
은 MPLS-TE LSP 를 통해서가 아닌, 대역폭을 보장
해 주지 못하는 dynamic LSP방식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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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LSP priority ≡ low-traffic prio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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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ase 2:  
(working LSP priority > low-traffic priority ) 

 
(그림 12)에서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두고 측정한 

결과와 LSP 들간에 우선순위를 차등하게 두어서 측
정한 결과를 통해서 working LSP에 대해서 장애 복
구 후에 보일 수 있는 성능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
림 12)의 (a)와 (b)에서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두개의 LSP 에서 장애가 발생한 working LSP 가 장
애가 복구된 후의 전송율을 보여주는데, 동일한 우
선순위를 가진 두개의 LSP 는 링크에 대한 대역폭
을 균등하게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working 
LSP 가 제공해 주어야 할 1.5Mbps 보다는 낮은 
1Mbps 정도의 전송대역폭을 가짐으로써, 장애 복구 
후에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c)에서는 두개의 LSP 중에서 
working LSP 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가 발생
한 후에 전송율을보여준다. (그림 12) 의 (c) 결과를 
통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working LSP 가 우선적
으로 자신의 전송대역폭인 1.5Mbps 만큼을 장애 복
구시 선점하게 되고,  낮은 우선순위의 LSP 는 링크
의 남은 대역만인 0.5Mbps 만을 사용하게 되어 
working LSP 의 대역폭을 장애가 발생한 후에도 만
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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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th-option mode 
(동일우선순위 )

(c) path-option mode 
(차등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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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선순위에 의한 장애 복구 성능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MPLS 네트워크에서의 path 

protection switching 방식을 LSP 들간의 우선순위를 
적용한 복구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우선순위
방식의 링크선점방식은 다중 링크 장애를 복구뿐만 
아니라, 장애복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backup LSP
의 성능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용자의 QoS 를 
장애발생 후에도 만족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MPLS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게 되는 장애를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객체기반의 
NMS 를 설계 및 구현하였으며, 계층간의 장애발생
에 따른 처리를 해당 MO 에 의해서 처리하게 함으
로써 구현에 있어서 의 효율성과 향후 다른 관리 
모듈들의 추가 삭제에 따른 확장성의 문제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구현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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