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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인트라넷 site 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접속 시키는 가상 사
설 망(VPN)은 기존 전용회선을 기반으로 하는 사설 망에 비교하여 망 구성 및 운용, 확장에 융
통성이 있고, 운영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지닌다. 인터넷 기반의 신뢰성 있는 정보 교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효율적인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이 제공되는 
MPLS 망을 기반으로 한 가상 사설 망(MPLS VPN)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MPLS 
VPN 을 지원하는 service provider network 내의 망 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상의 많은 MPLS VPN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PLS VPN 망 구성관리를 위한 기능모듈을 객체 지향

형 프로그래밍(OOP) 설계 기법에 따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
문에서는 NMS 에서 MPLS VPN 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CLI 를 기반으로 한 
Auto-discovery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MPLS VPN 에 대해 얻어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VPN network 모듈을 추가하였으며, VPN 에 대한 MO 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1. 서 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인트라넷 site 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상호 접속시키는 가상 사설 망

(VPN)은 기존 전용회선을 기반으로 하는 사설 망에 
비교하여 망 구성 및 운용, 확장에 융통성이 있고, 
운영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진다. 현재 인터넷 기
반의 VPN 에서의 품질보장, 보안, 그리고 고속의 서
비스 제공 등의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 교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

고 있다. 이에 따라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protocol) VPN(Virtual Private Network)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 

VPN 은 IP 기반과 MPLS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대규모의 VPN 구성에서 scalability 와 QoS  
(Quality of Srvice)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MPLS 기반

의 VPN 방안이 적합하다. Overlay model 인 
L2VPN(Layer2 VPN)은 동일한 VPN 을 사용하는 site
와 site 간의 연결을 full mesh 형태로 구성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MPLS VPN 은 각각의 site 와 
service provider network 의 PE(Provider Edge) 노드간에  
peer-to-peer 형태로 구성되므로, site 의 확장이 용이

하다. 그리고 MPLS VPN 은 LSP 를 이용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능을 사설 망에 제공해줄 수 있는 장
점을 가진다. 또한 MPLS 는 IP 만을 지원하는 IPSec
에 비해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기에도 용이하다. 규모가 거대한 VPN 망에서

의 VPN 과 VPN site 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관
리자가 수동으로 정보를 파악 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MPLS 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MPLS VPN 은 IETF 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1]. 그리고 MPLS VPN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들이 
상용으로 출시되고있다. 대표적인 MPLS VPN NMS
로는 Cisco 사의 Cisco VPN solution center 가 있다[2]. 
Cisco VPN solution center 는 Cisco router 에 대해 세부

적이고, 최적화된 VPN 관리기능을 제공해주는 장점

이 있는 반면, 다른 서비스 업체의 router 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Cisco VPN 
solution center 는 네크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

스업체의 장비에 대해 통합적인 VPN 관리기능을 해
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위

해 NMS 를 모듈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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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비에 대해 통합적인 VPN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VPN 과 VPN 에 
가입한 site 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기반으로 한 auto-
discovery 를 이용하였으며, 망에 설치된 VPN 의 
name, ID 등의 VPN 정보와 VPN 에 가입한 site 들의 
name, IP address 등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동으로 파악한 VPN 과 VPN site 들의 정보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를 통한 관리를 위
해 VPN MO(Managed Object) 내의 attribute 로 저장이 
되며, 이 attribute 들은 효율적인 VPN 정보 관리를 
위해 생성, 삭제, 수정이 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VPN 과 VPN site 의 생성, 삭제 
수정기능, 그리고 그에 따른 VPN MO 의 생성, 삭제, 
수정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VPN network 이라는 
NMS 관리 모듈을 구현하였으며, 실험을 위한 장비

로 Cisco router 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체의 router 에 대해 통합적인 VPN
관리를 위해서는 각 장비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설
정하기위한 해당 router 의 CLI(Command Line 
Interface)모듈을 구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isco router 를 이용한 MPLS VPN 
구성에 관하여 2 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3 장에서

는 Cisco 7204CLI 모듈기능을 포함한 MPLS VPN 구
성 관리 기능 설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장에서는 
MPLS VPN 구성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하였으

며, 5 장에서 결론을 내렸다.   
 

   2. MPLS VPN 구성 
 

MPLS 기반의 VPN 은 서비스 품질과, 보안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데이터 포워딩을 제공하고, 일반 
사설 망에 비해 경제적인 장점을 가진다[3]. MPLS 
기반의 VPN Topology 는 VPN 사이트 영역과 service 
provider backbone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VPN routing 프로토콜로는 BGP 를 사용하였으며, 
PE(service provider edge router)와 PE 사이에서는 
IBGP(Interior BGP)를 사용하여 MPLS packet  
forwarding 경로를 설정하고, PE 와 CE(customer edge 
router) 사이에서는 EBGP(External BGP) 라우팅 정보

를 교환하여 IP prefix 를 얻을 수 있다. IP prefix 는 
IPv4 address family 의 멤버이고, PE 라우터는 CE 로

부터 IP prefix 를 받아서 8 byte 의 RD(route 
distinguisher)를 prefix 에 첨가함으로써 VPN-IPv4 로 
변환시킨다.[4]. 

VPN 은 RD(Route Distinguisher), RT(Route Target)
로 구성되어 있는 VRF(VPN Routing and Forwarding)
를 정의함으로 설정되어진다. VPN 설정 시나리오는 
CLI 명령어(<표 1>, <표 2>)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4]. 

① VRF 테이블 구성  
② VPN 을 이용할 CE 의 정보 추가 

③ VRF 를 적용시킬 interface 의 지정 
 

<표 1> MPLS VPN Cisco MPLS Router 기반의 구성 

 
 

<표 2> MPLS VPN Juniper MPLS Router 기반의 구
성 

 
 

<표 3> MPLS VPN Cisco MPLS Router 의 BGP PE to 
PE 또는 PE to CE Routing Sessions 구성 

 
 

<표 1>과 <표 2>는 MPLS VPN 을 구성하기위해 
VRF 를 설정하는 CLI command 이다. <표 1>은 Cisco 
MPLS router[4]에 사용되는 CLI command 이며, <표 
2>는 Juniper MPLS router[10]에 사용되는 CLI 
command 이다. <표 3>과 <표 4>는 각각 Cisco router
와 Juniper router 에서 사용되는 BGP PE-to-PE, PE-to-
CE routing session 설정 CLI comman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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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PLS VPN Juniper MPLS Router 의 BGP PE-
to-PE 또는 PE-to-CE Routing Sessions 구성 

 
 
<표 1>, <표 2> 그리고 <표 3>, <표 4>를 비교해 

볼 때, 두 장비간의 CLI command 는 거의 비슷하므

로, VPN 설정을 위해 사용할 CLI 모듈을 개발할 때, 
최소의 수정으로 CLI 모듈 개발이 가능하다.  

 

3. MPLS VPN 구성 관리 기능 설계 
 

네트워크상에 MPLS VPN 기능을 하는 router 들

이 존재할 경우, 관리자는 MPLS VPN 기능을 하는 
router 와 MPLS 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site 들의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 
규모의 VPN 인 경우, VPN site 에 대한 service point 
수가 약 200 개 정도이므로[6], 수동적인 정보 파악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MPLS VPN 기능을 하는 
router 와 site 정보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VPN 의 생성, 삭제 뿐만 아니라, VPN site 의 추
가, 삭제 및 수정기능은 VPN 을 관리할 때, 자주 수
행하는 작업이다. VPN 과 VPN site 를 생성, 삭제를 
할 때마다 관리자가 직접 router 에 접속하여 관리하

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많은 수의 VPN 과 VPN site 의 정

보에 대해 자동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auto-
discovery 를 구현하였다. 또한, MPLS VPN 에 대한 
구성관리 기능 모듈과 MPLS VPN GUI 모듈을 이용

하여, 관리자가 직접 router 에 접속하지 않고도 GUI
를 통해서 최소의 작업으로 MPLS VPN 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3.1 MPLS VPN Topology 에 대한 auto-
discovery 
 

본 논문에서는 망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MPLS VPN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CLI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을 하기위한 장비로 
Cisco router 를 사용하였다. MPLS VPN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한 Cisco router 의 CLI command 는  <표 5>
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 5> MPLS VPN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Cisco 
Router 명령어   

 
 

<표 6> MPLS VPN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Juniper 
Router 명령어 

 
 

<표 5>에 나타난 명령어들을 기반으로 한 CLI
를 통해서 Cisco router 의 VPN 관련 정보를 자동적으

로 얻어올 수 있다. <표 5>와 <표 6>을 비교해보면 
Cisco router[4]와 Juniper router[12]에서 지원하는 VPN
정보수집 명령어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구현한 Cisco7204 CLI 모듈의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Juniper router 를 위한 CLI 모듈을 구현

할 수 있고, 확장성 있는 MPLS VPN NMS 를 구현할 
수 있다. 

MPLS VPN 의 topology 정보에 대한 auto-
discovery 시나리오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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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S 7204_H

① show ip vrf

② VRF에 관한 정보 없음

③ sh cdp entry*, 
sh cdp neighbors
sh tag-switching tdp discovery

④ Neighbor에 관한 정보

7204_F

⑤ show ip vrf

⑥ VRF table에 관한 정보

⑦ show ip route vrf vrf-name
show ip protocols vrf vrf-name

⑧ VRF table에 관한 세부 정보
(VRF에 대한 IP routing table,
VRF에 대한 routing protocol 정보)

NMS 7204_H

① show ip vrf

② VRF에 관한 정보 없음

③ sh cdp entry*, 
sh cdp neighbors
sh tag-switching tdp discovery

④ Neighbor에 관한 정보

7204_F

⑤ show ip vrf

⑥ VRF table에 관한 정보

⑦ show ip route vrf vrf-name
show ip protocols vrf vrf-name

⑧ VRF table에 관한 세부 정보
(VRF에 대한 IP routing table,
VRF에 대한 routing protocol 정보)

  
(그림 1)MPLS VPN 정보 auto-discovery 절차 

 

NMS 는 물리적으로 인접한 router 하나를 pivot 
router 로 설정하고 CLI 를 이용하여 access 하며, VRF
테이블에 관한 정보가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한다. 
7204_H router 에는 VRF 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7204_H 의 이웃 router 인 7204_F 를 CLI 를 통해서 
access 한다. 7204_F 에는 VRF 에 관한 정보가 설정되

어있으므로, <표 5>에 나타난 command 를 이용하여 
VRF 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 

 
(그림 2) NMS 의 다른 관리 모듈과 ADM 과의 연동

관계 
 
ADM(Auto Discovery Module)과 NMS 의 다른 관

리모듈과의 연동관계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ADM 실행 결과로 나타난 MO 내의 attribute 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Auto-discovery 결과로 나타나는 
PhyNetwork MOs 및 관련 attributes 

 
 

<표 8> Auto-discovery 결과로 나타나는 VPN 
network MOs 및 관련 attributes 

 
 

사용자가 GUI 를 이용하여 ADM 을 실행하면 
ADM 은 MPLS LSR 을 거쳐 Cisco7204CLI 를 통해, 
router 에 직접 접속 하여 망 구성정보를 얻어온다. 
망 구성정보 중, 물리적인 구성정보는 PhyNetwork
모듈에 전달하고, LSP 와 같은 논리적인 구성정보는 
MPLS Network 에 전달하며, VPN name 과 같은 VPN
정보는 VPN Network 모듈에 전달한다.  

PhyNetwork 모듈에 전달되어지는 MO 정보로는 
node, port 정보들이 있다. Node MO 내에 속한 
attributes 로는 router 기능확인, local router name, 
neighbor router name 이 있다.  

Router 기능 확인 부분은 이 router 가 MPLS 기반

의 router 인지, IP 기능만 지원하는 router 인지를 구
분하기위해서 사용되어진다. Local router name 은 현
재 접속한 router 의 name 이고, neighbor router name
은 현재 접속한 router 와 물리적으로 연결이 된 이
웃 router 의 name 을 말한다.  

Port MO 에 속한 attribute 로는 local port name, 
local port IP address, neighbor port name, neighbor IP 
address 가 있다. Local port name 은 현재 접속한 
router 의 port name 이고, local port IP address 는 local 
port 가 가지는 IP address 이다. Neighbor port name 은 
현재 접속한 router 와 연결된 이웃 router 의 port 
name 을 말한다. Neighbor port IP address 는 neighbor 
port name 이 가지는 IP addres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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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MO 에 속한 attribute 로는 total capacity, 
available bandwidth, reserved bandwidth, delay, load 가 
있다. Total capacity 는 router 의 물리적인 전체 
bandwidth 용량을 의미한다. Available bandwidth 는 물
리적인 전체 bandwidth 중 사용 가능한 bandwidth 를 
의미한다. Reserved bandwidth 는 이미 사용하기 위해 
예약된 bandwidth 용량을 나타낸다. Delay 는 패킷 전
송을 할 때 일어나는 delay 를 나타내며, load 는 패
킷 전송을 할 때 router 에 일어나는 부하를 나타낸

다.  
LSP MO 에 속한 attribute 로는 LSP ID, Ingress 

router name, Explicit 경로, destination IP address 가 있
다. LSP ID 는 관리자가 설정한 LSP ID 이고, Ingress 
router name 은 해당 LSP 의 ingress router 를 의미한다. 

PhyNetwork 은 물리적인 노드(LSR)와 링크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GUI 를 통해 물리적인 topology 를 
표시한다. MPLS Network 은 논리적인 topology 를 
GUI 를 통해 표시하고, VPN Network 은 VPN topology
를 GUI 를 통해 표현한다. 
 

3.2 MPLS VPN 에 대한 구성 관리 기능 모
듈 설계 
 

MPLS VPN 구성관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VPN 
관리기능 모듈은 VPN 관련 MO(Management Object)
로서 VPN MO 와 Site MO 를 가진다. 각 VPN 정보는 
VPN Network 내에 VPN MO 로서 모델링 되어진다. 
VPN 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MO 와 attribute 는 <표 
5>와 같다. 

VPN MO 는 기본적인 VPN 정보를 가진다. VPN 
MO 의 내부 attribute 로는 VPN name 과 VPN ID, 그
리고 VRF enable interface 가 있다. VRF enable 
interface 는 Site 와 연결된 PE router 의 물리적인 
interface 이다. 

Site MO 는 VPN Site 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Site 정보를 가진다. Site MO 의 내부 attribute 로는 
VPN site name, VPN site IP address, VPN site BGP 
number 가 있다. 
 

3.2.1 MPLS VPN 에 대한 VPN network 모듈 
설계 

 

VPN network 모듈은 VPN 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

한 MO 를 가지고, VPN 과 VPN 에 속한 customer site
들을 관리하기위한 모듈이다. VPN 에 대한 설정을 
하기위해 VPN network 은 PhyRouter 모듈과 같은 네
트워크 관리 모듈과 연동이 된다.  VPN network 과 
다른 네트워크 관리 모듈과의 연동은 (그림 3)에 나
타냈다.  

 
 

 
(그림 3) VPN network 모듈의 연동관계 

 
VPN network 모듈과의 연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VPN GUI 를 이용하여 VPN 에 대한 정보인 

VPN name, VPN ID 와 VPN 에 추가할 VPN 
Site 정보인 Site name, Site IP address 등을 입
력하고 그 정보들을 VPN Network 으로 전달

한다. 
② VPN Network 은 그 정보들을 MPLS Layer 

Network 모듈로 전달하게 된다.  
③ MPLS Layer Network 모듈은 VPN Network 으

로부터 전달 받은 VPN MO 에 관한 정보를 
MPLS LSR 로 전달한다. 

④ MPLS LSR 은 VPN MO 에 관한 정보를 
MPLS LSR 내부의 attribute 에 mapping 시킨 
후, Cisco7204CLI 에 전달한다.  

⑤ Cisco7204CLI 는 Telnet Interface 를 통해 물리

적인 Router 에 접근한다. Router 에 접근한 
Cisco7204CLI 는 PhyRouter 로부터 받은 VPN 
정보를 CISCO Router 장비에 설정한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Cisco router 에 설정한 VPN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CLI 를 통하여 확인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auto-discovery 모듈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sh ip vrf 등의 
command 를 적용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⑥ Cisco7204CLI 는 VPN 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Cisco router 로부터 VPN 과 
VPN site 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VPN 정보로

는 VPN name, VPN ID, VRF enable interface 들
이 있고, VPN site 정보로는 VPN site name, 
VPN site IP address, VPN site BGP number 들이 
있다. 

⑦ VPN 정보를 얻은 Cisco7204CLI 는 MPLS 
LSR 에게 VPN 정보를 전달한다. 

⑧ MPLS LSR 은 MPLS Network 으로 VPN 정보

를 보낸다. 
⑨ MPLS Network 은 VPN network 으로 VPN 정

보를 보내고, VPN network 은 VPN 정보를 
VPN MO 와 Site MO 에 mapping 시킨다. 

⑩ VPN network 은 VPN 정보를 VPN GUI 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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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VPN GUI 는 VPN 관리자에게 VPN GUI
를 보여주게 된다. 

 
3.2.2 Cisco 7204 Command Line Interface 
(CLI) 모듈  

 
Cisco Router 에 VPN 을 설정하고, 설정한 VPN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telnet 을 이
용한 Cisco7204CLI 를 구현하였고, Cisco7204CLI 모듈

에 access 하기 위한 모듈로 PhyRouter 모듈을 사용

하였다. Cisco7204CLI 모듈은 기본적으로 telnet 을 사
용한 Command Line Interface 이다. telnet 을 통해서 하
나의 Cisco MPLS router 에 접속한 후, 내부 함수를 
통해서 각각 router 정보를 얻는다.  

 

 
(그림 4) Vender 가 다른 장비에 대한 CLI 상속관

계 
Abstract class 인 CLI 는 vender 가 다른 장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보파악 및 설정 기능을 위한 
abstract method 들인 GetNode(), GetPort(), GetLSP()등
을 가진다. Cisco CLI, Juniper CLI 등 새로이 추가되는 
하부장비 CLI 모듈은 abstract CLI class 를 상속 받아

서 장비의 특성에 맞게 세부 구현이 된다. 
Telnet 을 통해 사용자가 수동으로 Cisco MPLS 

router 에 접속하여 command 를 내렸을 경우,     
(그림 5)와 같이 많은 양의 정보가 나타난다. 
Cisco7204CLI 는 이 정보 중, NMS 에서 필요한 정보

만을 parsing 해서 PhyNetwork 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체의 
router 에 대해 통합적인 VPN 관리를 위해서 각각의 
장비 정보를 파악하거나 설정하기위한 CLI 기능은 
CLI class 를 상속 받아 Cisco 7204 CLI 모듈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림 5) 수동으로 telnet 을 이용하여 MPLS 
router 에접속한 후 얻는 이웃 router 정보 

 
 
 
 

Cisco7204CLI 에서 telnet 을 통해 router 정보를 얻
어오는 내부함수의 기능은 <표 9>와 같다. ShRun() 
함수는 수동으로 MPLS router 에 접속하여 sh run 
command 를 내린 결과 중에서, NMS 에서 필요한 
parameter 만을 골라 parsing 하는 기능을 한다.  

ShCDPEntry() 함수는 수동으로 MPLS router 에 
접속하여 sh cdp entry * command 를 내린 결과 중에

서, NMS 에서 필요한 parameter 만을 골라 parsing 하

는 기능을 한다.  
 
<표 9> Cisco7204CLI 모듈의 내부함수 및 관련 

parameter 

 
 
3.2.3 MPLS VPN GUI 모듈 

 
MPLS VPN 관리자가 VPN network 모듈의 내부 

동작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VPN 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VPN GUI 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Java 를 이용한 GUI 를 사용하였으며, VPN 
network 모듈과의 상호연동을 위해서 
COR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였다. 

VPN View GUI 는 VPN 을 생성 및 삭제하기위해 
VPN Manager GUI 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며, VPN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topology 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VPN Manager GUI 는 VPN 의 생성, 삭제, 해당 
VPN 에 site 추가, 추가된 VPN list 확인, 추가된 site
의 정보 확인 등의 기능을 가진다. Create VPN GUI
는 VPN name 과 VPN id 를 입력하는 GUI 이며, 입력

된 VPN 정보는 VPN Manager GUI 에 VPN list 로 표
시된다. Add Site GUI 는 특정 VPN 에 site 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GUI 이며, site 의 세부적인 정보를 입
력할 수 있게 하였다. Verify VPN GUI 는 Add Site 에

서 추가한 정보를 확인하는 GUI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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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VPN 설정을 위한 VPN GUI 

 
VPN GUI 모듈에서 VPN 을 생성하여, site 를 추가

하는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VPN View GUI 에서 VPN manager 버튼을 클

릭하여 VPN Manager GUI 를 활성화 시킨다. 
② VPN Manager GUI 에서 VPN 을 생성시키기 

위해 Create VPN 버튼을 클릭하여 Create 
VPN GUI 를 활성화 시킨다. 

③ VPN 관리자는 VPN name 과 VPN id 를 입력

한 뒤, ok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VPN Manager GUI 에 VPN list 가 생성된다. 

④ VPN Manager GUI 에 생성된 VPN list 를 지정

한 후, Add Site 버튼을 클릭하여 Add Site GUI
를 활성화 시킨다. 

⑤ Add Site GUI 에 MPLS VPN site IP address, 
ASN(Autonomous System Number)등 MPLS 
VPN site 를 구성할 정보를 입력한 후, Accept
버튼을 클릭하여, Verify VPN GUI 를 활성화 
시킨다. 

⑥ Add Site GUI 를 통해 설정한 상태를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한다. 

⑦ 더 이상 추가사항이 없다면 VPN Manager 
GUI 에서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GUI 에서 
입력된 정보들을 CORBA 를 이용하여 VPN 
network 모듈로 전달한다. 

 
VPN view GUI 를 통해 네트워크 topology 를 표현

할 때, AS(Autonomous System) 별로 원으로 나타내었

고, AS number 를 표시하였다. AS 내부의 MPLS router
는 원내부에 위치시켰다. PE 와 CE 를 구분하여 PE
에는 VRF 가 적용된 물리적인 port name 과 VRF 
name 을 표시하였다. VPN site 를 나타낼 때는 VPN 
name 과 VPN id 를 표시하였고, PE router 와 접속된 
port name 을 표시하였다.   

VPN GUI 를 포함한 세부적인 연동관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VPN network 모듈의 전체 연동관계 

 
4. MPLS VPN 구성관리 시스템 성능 분석 
 

MPLS VPN 의 네트워크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

기 위해 구현한 auto-discovery 와 관리자에게 GUI 를 
통해 편리하게 VPN 설정 기능을 제공해주는 VPN 
network 모듈에 대한 시스템 성능 분석을 하였다. 

 
4.1 MPLS VPN 구성관리 시스템 성능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topology 구성 
 

본 논문에서는 Cisco router 에서 제공하는 CLI 를 
사용하여 (그림 8)과 같이 MPLS VPN 을 구성하였다. 

 

 
(그림 8) MPLS VPN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topology 
 
Cisco router 7204 series 3 대로 Service Provider 

Backbone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Cisco router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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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2 대로 VPN site 를 구성하였다. 
7204_H 는 P(Provider)라우터, 7204_F 와 7204_G

라우터는 PE(Provider Edge)라우터로 작동한다. P 라

우터인 7204_H 라우터는 VRF forwarding 에 관여하

지 않는다. VPN 사이트는 VPN1 과 VPN2 로 구성하

였다. VPN1 은 3620_C 와 3620_D 로 구성 하였다. 
 
4.2 Auto-discovery 기능 분석 
 

MPLS VPN 을 (그림 8)에 나타난 topology 형태로 
구성한 후, auto-discovery 를 실행한 결과 화면을 (그
림 9)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NMS
는 7204_G router 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있다. NMS
는 우선, 7204_G router 에 접속하여 router name 인 
7204_G 를 알아낸 후, MPLS Port 정보, LSP 정보, 이
웃 router 정보를 얻는다.  

MPLS LSP 정보는 LSP ID(Tunnel ID)와 LSP 의 
destination IP address 로 구성된다. (그림 7)의 topology
상에 설정되어있는 LSP 들은 LSP1, LSP2, LSP4 이며, 
각 LSP 의 destination IP address 는 10.0.0.6 이다. (그림 
9)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 7204_G router 의 이웃 router 는 
7204_H 와 3620_D router 이고, (그림 9)에서 7204_H
와 3620_D 를 이웃 라우터 정보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에서 7204_G 의 serial1/2 port 에 VPN 
name 이 VRF1 이며, VPN id 가 100:1 인 VPN 을 구성

하였다. VPN site 의 이름은 3620_D router 이며, 
7204_G router 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된 3620_D 
router 의 port IP address 는 10.0.40.1 이다. 그리고 
3620_D router 의 AS number 는 300 이다. (그림 9)에 
나타난 VPN 정보는 (그림 8)에 나타난 topology 정보

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Auto-discovery 실행 결과 consol 화면-1 

 

 
(그림 10) Auto-discovery 실행 결과 consol 화면-2 

 
MPLS VPN 정보는 auto-discovery 를 이용하여 자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림 9), (그림 10)을 비
교하여 실제 네트워크 정보와 auto-discovery 를 통해 
얻은 정보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3 MPLS VPN 구성 기능 분석 

 
VPN 관리자는 GUI 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VPN 

site 를 추가할 수 있으며, VPN site 를 추가하는 Add 
site GUI 는 (그림 11)과 같다. VRF name(VPN name), 
Route distinguisher(VPN id), BGP number, VPN site IP 
address, VPN site AS number 등을 입력하여 site 를 추
가할 수 있다.  

 

 
(그림 11) GUI 를 통한 VPN sit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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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를 통해 설정한 VPN 과 site 정보는 최종적으

로 Cisco7204CLI 를 통해서 실제 router 에 VPN 설정

이 이루어 지며, auto-discovery 를 통해서 얻어진 
MPLS VPN topology 는 VPN View GUI 를 통해서 (그
림 12)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12)VPN View GUI 에 나타나는 MPLS VPN 

topology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PLS VPN 의 필요성과 MPLS 
VPN 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 사항들을 알아 보았으

며, Cisco router 를 이용하여 구성된 MPLS VPN 시험 
망에서 이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MPLS 
VPN 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지는 시점에서 NMS 의 
구성관리 모듈은 MPLS VPN 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MPLS VPN 의 정보 파악을 
위해 auto-discovery 시나리오를 이용하였다. Auto-
discovery 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해 MPLS network 과 VPN network 에 MO 별로 정보를 
등록하였고, MPLS VPN configuration 및 MPLS VPN 에 
대한 자동 정보파악을 위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PLS VPN 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MPLS VPN NMS 를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OOP) 기법으로 설계하였으며, 세부기능을 구현하였

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router 의 기종이 Cisco router

가 아닌 다른 기종의 router 일 경우에는, 
Cisco7204CLI 모듈중에 CLI command 부분을 그 라우

터에 맞게 수정하여 MPLS VPN NMS 구현이 가능하

고, Juniper router 의 CLI command 는 Cisco router 의 
CLI command 와 거의 비슷하므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확장성 있는 NMS 를 구현할 수 있다. 

향후, MPLS VPN 기능과 L2VPN 기능을 동시에 관
리하여 다양한 VPN 기능을 제공하는 router 에 대해 
확장성 있는 NMS 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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