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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n 라우팅 프로토콜이란

-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여 이를 기초로 최적의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유지하고 기록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모든 프로세스, 

알고리즘, 메시지를 통틀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 한다.

n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 일반적으로 중 〮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고, 

현재 EIGER와 OSPF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

-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과 달리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라우터

간에 라우팅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라우팅

정보와 현재 적용되어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 후 이를 패킷 전달 시에 참조함



n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동작 방법에 따른 구분

1)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2)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

n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 Bellman-For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이웃 라우터들에게 주기적으로 브로드

캐스트주소를 사용하여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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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라우터 R1은 PC0와 라우터 R2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라우터 R2는

라우터 R1 및 라우터 R3와 그리고 라우터 R3는 라우터 R2 및 PC1

과 직접 연결 되어 있다. 

n 직접 연결된 구간은 IP주소를 할당하고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된 구간의 네트워크 정보가 올라

오게 된다.

n 라우터 R1,R2,R3의 직접 연결된 구간은 패킷을 주고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직접 연결되지 않은 구간에 패킷을 전송할때는 라우터에

해당 목적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패킷을 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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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2 설명

1) 1단계(R1의 업데이트 타이머 만료)

- R1은 203.230.7.0/24와 203.230.8.0/24의 정보를 R2로 전달한다.

- R2는 R1의 정보중 203.230.8.0/24는 있으나 203.230.7.0/24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하게 됨

2) 2단계(R2의 업데이트 타이머 만료)

- R2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인 203.230.7.0/24 ,

203.230.8.0/24 , 203.230.10.0/24 의 정보를 R1와 R3으로 전달

한다. 이러한 업데이트 정보를 수신한 후에 R1과 R3는 단계 1에서

와 유사하게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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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R31의 업데이트 타이머 만료)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인 203.230.7.0/24 ,

203.230.8.0/24 , 203.230.10.0/24 , 203.230.9.0/24 의 정보를

R2로 전달한다. 이 업데이트 정보를 수신한 R2도 앞의 단계에서와

유사하게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

4) 4단계(R1의 업데이트 타이머 만료)

- 다시 R1의 업데이트 타이머가 만료되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R1이 R2에 자신의 라우팅 정보를 전달한다. 이번 업데이트 정보는

R2가 이미 모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라서 별도의 갱신은 없다.

5) 5단계(R2의 업데이트 타이머 만료)

- R2 역시 업데이트 타이머가 만료되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R1과

R3에 자신의 라우팅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R1의 테이블에

203.230.9.0/24 정보만이 갱신 된다



n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의 단점

- 정상적인 라우팅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같아야 한다.  즉 동일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라우터들이 이와 같이 모두 같은 라우팅 정보

를 가지게 되는 상태를 라우팅 프로토콜이 수렴(convergence)했다

고 한다.

- 그림 5-2를 보면 제1단계에서 제4단계까지 진행된 시점까지 라우

터 R1,R2,R3는 동일한 하나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가지는 단점이 발생하며 이는 상당한

수렴 시간이 소요가 된다. 

- 네트워크가 수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면, 라우터가 패킷을 목적지

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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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이란?

- 다익스트라(Dijkstra)알고리즘 또는 최단 경로 우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를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각 라우터는 직접 연결

되어 있는 링크에 대한 정보를 동일한 영역내의 모든 다른 라우터

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링크 상태 패킷이라는 것을

생성한다. 

-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지 장치에서 목적지 장치까지의 모든

링크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를 누적 계산하여, 이 값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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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림 5-3 설명

- 라우터 간을 연결하는 3개의 WAN구간은 링크 비용이 명시되어

있고 , 나머지 로컬 LAN구간의 링크 비용은 모두 5라고 가정하자.

- 라우터 R2에 연결된 PC2가 라우터 R3에 연결된 PC3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PC2에서 PC3로 갈 수 있는 경로가

2개 존재 한다. 

- 어떤 경로를 이용해야 할지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링크

비용의 총합을 계산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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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의 최단 경로 결정단계

1) 1단계 : 각각의 라우터는 자신의 활성화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연결된 모든 링크 상태 정보를 취득한다.

2) 2단계 : 각각의 라우터는 헬로(Hello)라는 특별한 패킷을 이웃

라우터들에게 전송하며, 이 패킷을 통해 이웃하는 라우터

가 자신과 동일한 링크상태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3단계 : 각각의 라우터는 LSP라는 링크 상태 패킷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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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각각의 라우터는 정해진 영역 내에서 동일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모든 다른 라우터들에게

자신이 생성한 LSP를 플러딩하며, 플러딩 정보를 수신한

라우터들은 정해진 영역 내의 모든 링크와 원격지 네트

워크에 대한 상태를 학습한다.

5) 5단계 : 각각의 라우터는 학습한 모든 링크와 네트워크 정보를

토대로 최단 경로 우선(SPF: short path first) 알고리즘

을 수행하여 최적의 경로를 계산한 후 이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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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IPv1

-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

토콜로서 2가지 버전(v1,v2)으로 지원되고 있다.

- RIP는 초창기에 GWINFO를 시점으로 발전되었으며, 라우팅 정보

업데이트시 UDP포트 520번을 사용하며, 경로 결정을 위해 홉

카운트를 사용한다.

3. RIPv1과 RI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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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림 5-4 설명

- 이 그림의 실질적인 RIPv1의 네트워크 적용 내용이다

- 이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RIPv1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PC에 우선적

으로 IP를 할당해야 한다.

- 연결에 사용할 각각의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IP주소를 할당하고

no shutdown 명령어로 활성화 시킨다. 

- DCE 시리얼 인터페이스 설정 시에는 클록을 설정해야 한다.

- 라우터 인터페이스 설정을 위해 다음장의 스크립트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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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각각의 라우터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나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

하게 되는데 RIPv1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n 이 명령어 구문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RIP를 적용해본다.

n 그림의 설정에서 show ip int brief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RIP

를 설정하기 전에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3. RIPv1과 RIPv2

Router>enable
Router#conf t
Router(config)#router rip
-> 라우팅 프로토콜로 RIP를 사용할 것을 선언

Router(config-network)#network 네트워크 주소
-> network 명령어로 라우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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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라우팅 엔트리의 각 구성 요소별 의미

3. RIPv1과 RIPv2

라우팅 엔트리 구성요소 의미

R 203.230.8.0/24
RIP을 통해 203.230.8.0/24 
네트워크를 학습함

[120/1]
RIP의 AD값 120과 203.230.8.0/24로의
메트릭 값 1

via 203.230.11.1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기위한 이웃 라
우터 인터페이스의 IP주소

00:00:04 경로 업데이트를 한 이후의 경과 시간

Serial 0/2/1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 사용할
출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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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림 5-11은 라우터 R1에 debug ip rip 명령어 입력에 따른 출력

결과이다. 

n 기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염두에 두고 화면에 출력되는 각각의 항

목을 유심히 봐야 한다.

n 실제 디버그 출력 화면을 관찰할 때 각 라우터들이 상호간에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 외에,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즉 GigaEthernet0/0

에도 RIP 정보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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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림 5-12 설명

- passive-interface 명령어를 라우터 R1에 적용한 후 show ip

protocols 명령어를 통해 확인 하는 과정이다.

- show ip protocols 명령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에서 디폴트

“Invalid” 값이 180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80초 안에 라우팅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면 라우팅 동작이 “hold 

down” 상태로 들어간다. “hold down”상태에서는 다른 라우터가

보내는 업데이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240초 안에 라우팅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라우팅 프로토콜의

동작이 “flushed”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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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그림 5-13 설명

-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팅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 즉 IP주소 클래스를

기반으로만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뜻이다. 

-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의 이러한 특성이 바로 그림 5-13이다.

- 서브네트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IPv2, EIGRP, OSPF와 같은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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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RIPv1을 적용한 후 PC0에서 PC1로
Ping 테스트를 해본 결과가 그림 5-14이다.



n RIPv2

-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라우팅 업데이트 시 네트워크

정보와 함께 서브넷 마스크 정보도 전달하며, 자동 요약은 설정할

수도 해제할 수도 있다. 또한 RIPv2는 RIPv1에 비해 보안성이 강화

되었으며, 라우팅 정보 전달 방식이 달라졌다.

- RIPv1의 경우는 라우팅 정보 전달 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사용

하지만, RIPv2는 멀티 캐스트 주소를 사용한다.

- 다음 그림 5-13을 RIPv2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자

- RIPv2는 모든 설정 과정이 RIPv1과 같고 단순히 버전2 명령어만

추가하면 된다. 

3. RIPv1과 RIPv2



3. RIPv1과 RIPv2



n 그림 5-15 설명

- RIPv2 프로토콜의 동작 상세를 show ip protocols 명령어를 사용

하여 확인 해 본다.

3. RIPv1과 RIPv2



3. RIPv1과 RIPv2



n 슬립 타이머

- 슬립타이머는 라우트 포이즈닝 같은 긴급 상황을 받았을 시 다른

라우터에게 즉시 상황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0초로 되어 있어 기존의 30초는 무시됩니다.)

n 라우트 포이즈닝

- 특정 네트워크가 다운되면 해당 네트워크의 메트릭 값을 16으로

설정하여 인접 라우터에게 전달 함으로써 , 그 네트워크가 다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4. 라우트 포이즈닝과 포이즈닝 리버스



n 포이즈닝 리버스

- 라우트 포이즈닝을 수신한 라우터는 자신에게 다운된 네트워크에

대한 대체경로가 있는지 계산한 후 대체 경로가 없을 시 라우트

포이즈닝을 보내온 라우터에 메트릭 값 16으로 포이즌 리버스를

보냅니다.

- 포이즌 리버스를 수신한 라우터는 즉시 해당 경로를 삭제한다.

- 단 대체경로가 있을 경우 라우트 포이즈닝에 응답하지 않고 대체

경로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4. 라우트 포이즈닝과 포이즈닝 리버스



4. 라우트 포이즈닝과 포이즈닝 리버스



5. 디폴트 경로 설정하기

n 디폴트 경로의 개념

- 라우팅 테이블에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해당

네트워크와는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매우 커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 그래서 복잡하게 커지는 라우팅 테이블을 간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디폴트 경로 설정하기

n 이 토폴로지에서 라우터 R1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유일한 라우터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라우터 R2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라우터들과 패킷을

주고받으려면 R1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R1과 R2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외부 인터넷의

무수히 많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R1과 R2의 라우팅 테이블은 매우 커지고 복잡해

질 것입니다



5. 디폴트 경로 설정하기



실제로 패킷트레이서를 이용하여 설정을 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입니다. 디폴트 정적 경로가 설정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디폴트 경로 설정하기



실제로 LAN 내의 다른 라우터에도 제대로 알려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 디폴트 경로 설정하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