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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각 국가별로 추진 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지금까지 전화 데이터 등 서비스별 특성에, , CATV

따라 구축되어온 개별 망들을 대용량 전송 광대역 교환 고도지능형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하고 이, , ,

들 개별 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들도 효과적으로 수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가능하기 위하여 모든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ATM(Asynchronous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반 초고속 정보통신망 자원을Transfer Mode) . ATM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방안이 통신망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 ATM

통신망에서의 자원 관리의 범주를 단순한 대역폭 할당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트래픽 제어 등으로 폭넓게 고려하여 망자원 분배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분석하였다ATM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절에서 망. 2 ATM

에서의 자원제어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절, 3

에서는 망에서의 자원분배 및 운영 기법들을 분ATM

석하고 마지막으로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4

에 대하여 기술한다.

망에서의 자원제어 및 관리2. ATM

통신망에서 자원 은 대역폭 통신망 노드(Resource) ,

에서의 버퍼 등이 있고 통신망에서는, ATM VP, VC

로 계층화되는 가상회선 또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망에서의 자원 관리의 범주ATM

를 단순한 대역폭 할당 뿐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관리

를 위해 기본적인 트래픽 제어 등으로 폭넓게 고려하

여 망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ATM

분석하였다.

회선제어●

망에서 연결설정 방법에는ATM SVC(Switched

와 이Virtual Circuit) PVC(Permanent Virtual Circuit)

있다 현재 는 고정적으로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SVC

통신할 때에만 연결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서론1.

통신세계에 이란 말이 등장하고 약 년이ATM 10

경과되었다 현재 각 국가별로 추진 중인 초고속 정.

보통신망은 지금까지 전화 데이터 등 서비스, , CATV

별 특성에 따라 구축되어온 개별 망들을 대용량 전

송 광대역 교환 고도지능형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

통합하고 이들 개별 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은 물론 미래에 예상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들도 효

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ATM(Asynchronous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Transfer Mode) .

기업 네트워크에 있어서 은 고속 의 하ATM LAN

나로서 백본 및 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WAN

있다 연구기관과는 달리 산업체 네트워크 환경은 기.

업경영과 많은 관계가 있으므로 신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투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초고속 국가망 계획이 진행되면서 망 자원을 효율적

으로 운용 관리하는 방안이 통신망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망자원 분배기법을 분석하여ATM

향후 사내 통신망 실정에 맞는 망자원 분배기ATM

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다.



장애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피할 수 있고 필요,

한 때에만 연결을 설정하여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접속장치가. ATM soft

기능을 갖고 있으면PVP(Permanent Virtual Path)

사용자 단말과는 에서는 로 통신하는PVC, WAN SVC

것이 가능하다 최근 교환기나 접속장치의 대다. ATM

수가 를 탑재하고 있다soft PVP .

대역폭 제어●

통신망에서는 언제나 회선을 유효하게 사용ATM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의 대역폭 이용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 대역폭은 표. ATM

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카테고리에 준하여

에 대한 대역폭 할당의 우선 순위를 가장CBR, VBR

높게 주고 나머지 이용가능한 대역폭에 대해서는 대

역예약을 하지 않고 동적으로 대역폭을 변화시키는

또는 등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ABR UBR, GFR

되어있다 가지 서비스 카테고리 이외에도 실제. 5

교환장비를 보면 제품별로 서비스 을 보다ATM level

세분화하여 대역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있다.

경로변경●

일반적인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경로변경시 우회경

로로 회선을 이용한다 통상 사용하고 있는 회ISDN .

선만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선을 사, ISDN

용하여 통신로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ATM

네트워크에서는 에 의한 회선 확보이외에ISDN ATM

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PNNI(Private

이다Network to Network Interface) .

는 본래 다른 벤더의 교환기간에 상호PNNI ATM

접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 인터페이스 규정이ATM

다 는 상호접속성만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고. PNNI ,

교환기간을 상호연결한 회선의 장애나 충돌ATM

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최적의 대체 경로(congestion)

를 찾아낸다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를 탑. PNNI

재한 노드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새로운ATM

전송로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 접속해 있는 경우 사업자 네트워크에 장ATM , A

애가 발생하여 통신할 수 없게 되면 사업자 네트, B

워크의 경로를 순식간에 선택 전송로를 변경한다 구, .

체적으로는 토폴로지 정보를 교환하고 대체 경로를,

찾아 새로운 연결을 설정한다 는 교환기. PNNI ATM

의 추가나 이동시 생기는 토폴로지의 변경을 찾아내

고 관리정보도 자동갱신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관리가,

쉽다 현재 주요 벤더의 교환기는 대부분. ATM

를 탑재하고 있든가 탑재 예정이다 교환PNNI , . ATM

기를 선택할때에는 의 기능 또는 동등의 기능을PNNI

탑재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흐름제어●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과 이 가장 잘CBR VBR

사용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도 중요한 서비스가ABR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은 이나 과는 달리. ABR CBR VBR

흐름제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상의 대다수.

데이터 단말은 네트워크 부하 상황에 따라 스스로 송

출하는 데이터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가 비.

어있을 때는 많은 데이터를 송출하고 혼잡할 때는 데,

이터의 송출량을 줄인다 에서는. ABR RM(Resource

셀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내에 폭Management) ATM

주가 발생하고 있는지 전송속도의 변경을 단말이나,

교환기에 알려준다 단말이나 교환기는ATM . ATM

셀 정보에 따라 데이터 송출량을 조정한다RM .

망에서의 자원분배 및 운영 기법 분석3. ATM

가상경로 및 가상채널 은 망에서의(VP) (VC) ATM

자원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 다른 를QoS

요구하는 트래픽을 분리함으로써 우선순위제어가 가

능할 뿐 아니라 제어의 단순화 버스트 트래픽CAC ,

에 대한 대역폭 관리 등에 이용된다.

계층화개념의 트래픽 설계3.1

통신수요와 사용자의 요구품질을 만족시키면서 경

제적인 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을 정

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수요도 추정하면서 망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

최근 멀티미디어 서비스 발달에 따른 망운용의 특

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망에는 다양한 속도와 다중화 방식을 채용한 트‧
래픽이 전송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트래픽 특성,

과 요구품질을 종합해서 다룰 망 운용법이 필요

하다.

멀티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 등 망 자원 사용법‧
이 다른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의 설계

관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

앞으로 당분간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트래픽 수‧
요가 불투명하므로 장기적인 수요예측에 기초한

망 설계는 높은 정밀도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 회선설계만으로 멀티미디

어 망의 서비스 품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



은 어렵고 적응성 유연성에 중점을 둔 품질과 트래픽, /

설계관리의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의. ,

계층화 개념 도입과 측정구동형 트래픽 설계에 기초

한 망 설계와 운용법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 및 음성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하

는 각종 서비스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기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기ATM .

간망은 몇 개의 층 서비스의 조합으로 실현된ATM

다 통신수요와 사용자의 요구품질을 만족시키면서 경.

제적인 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래픽을 정

량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수요도 추정하면서 망자원

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

상황에서 장기적 회선설계만으로 멀티미디어 망의 서

비스 품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고,

적응성 유연성에 중점을 둔 품질과 트래픽 설계관리/

의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과정에서의 계층화. ,

개념 도입과 측정구동형 트래픽 설계에 기초한 망 설

계와 운용법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 및.

음성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현하는 각종 서비

스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에ATM

의한 기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망의 트래픽 설계 개념< 1> ATM

따라서 이 기간망의 트래픽 설계는 각종 서비스

망의 트래픽 수요를 고려한 층 서비스의 수요ATM

로 변환하여 각 층 서비스에 필요한 망 자원을ATM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설비량에 대응시킨다, .

동적 용량분배 망3.2 VP : Self-sizing , NTT

기간망 운용에서는 트래픽의 지역적 시간적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개념은.

그림 와 같이 설계단계에서 대규모 망자원을 투< 2>

입하고 일상적인 트래픽 관리와 조치로 망을 최적상,

태로 운용하는 것이다.

그림 망< 2> Self sizing

그 기본적인 개념은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 2>

이 설계단계에서 대규모 망 자원을 투입하고 일상적,

인 트래픽 관리와 조치로 망을 최적상태로 운용하는

것이다 즉 수요예측에 기초한 설계와 설계중심이 망. ,

운용 업무로부터 품질측정과 품질측정결과에 기초한

망 자원의 배분을 운용기능으로 실현하여 트래픽의,

수요변동에 적응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핵심기술은 측정구동형의.

트래픽 설계기술로 특별한 트래픽 모형과 트래픽 특,

성을 가정하지 않고 측정한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직

접 망 자원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일본 의 경우. NTT ,

이러한 운용기능 에 대해서 멀(Self sizing operation)

티미디어 공동이용 시험망과 VI&P(Visual, Intelligent

종합 실험망 상에 구축된 실험시스템and Personal)

을 이용해 용량의 실시간 변동기능 트래픽 설비, VP ( /

정보의 수집 품질추정 용량설계 용량 변경, , VP , VP

기능 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

중계망 구성 초고속 국가망3.3 VP :

통신망에서는 망을 어떻게 구성하느ATM VP/VC

냐가 망의 성능과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경로를 대역폭을 사전에 할당하여 중계VP VP

망을 구성하는 방안이 신속한 라우팅과 장애 대처 능

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서비스 카테고리별로 중계망을 구성하는 방안이VP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전화망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적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경로가 연DNHR

결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 서.

비스별로 중계망의 경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노드의 위치 예상 트래픽 대역폭 그리고 서비스 요, , ,

구 밀집 지역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경로의 대역폭은 예상 이용률에 기반하여 사전VP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계 를 구성할 때. VPC

먼저 트래픽에 대한 를 먼저 할당CBR, rt-VBR, VPC

하고 그 다음 트래픽에 대한 를nrt-VBR, ABR VPC

할당한다 이때 경로선정에 사용되는 비용함수는 노드.

와 링크에서의 전파지연과 큐잉지연을 로 하며factor

알고리즘을 통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Dijkstra

선택하여 대역을 할당하게 된다.

그림 서비스별 중계망의 대역폭 할당< 3> VP

광전송망 기반에서의 회선운영3.4 ATM : NTT

에서는 년대말 기술이 등장한 이래로NTT 80 ATM

전송망으로서의 의 특성연구를 중심으로 하여ATM

망 도입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ATM

다.

전송망STM●

전송망의 논리링크 계층에서는 권고STM ITU-T

디지털 신호계위 에서 규정한 및G.702( ) 1.544 Mbps

계열 디지털 전송신호를 에서 규정2.048 Mbps SDH

한 다중화 체계에 따라 상위 계위 신호로 만들어

의 기본속도 으로 형성하는155.52 Mbps SDH STM-1

다중화 기능 및 역다중 기능이 수행된다.

전송망의 논리링크 계층에서는 일차적으로STM

디지털 계위 전송신호를 각1.544, 2.048, 6.312 Mbps

각 가상 컨테이너 로 매핑시키고VC11, VC12, VC2

이를 상위 계위 가상 컨테이너인 및 로 다VC3 VC4

중화시키는 하위 경로계층이 있다 디지털 계위 전송.

신호 중 전송신호는 각34.368 /44.736, 139.264 Mbps

각 로 직접 매핑되며 하위 경로계층에서VC3, VC4 ,

형성된 및 와 함께 상위 경로계층에서VC3 VC4

전송프레임으로 다중화 및 매핑된다STM-1 .

전송망의 망요소 장치로는 및STM DSn STM-M

신호수용 다중화장치STM-N (STM-N MUX, M<N)

중계기 및 단위STM-N , DSn STM-M Add-Drop

기능의 등STM-ADM, Digital Cross Connect(DXC)

이 있다.

그림 전송망의 세부기능 구조< 4>

전송망ATM●

전송망의 논리링크 계층은 의ATM B-ISDN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계층에 해당하ATM ATM

며 가상채널 과 가상경로 단위로 다중화 되, (VC) (VP)

어 전송된다 하나의 물리링크상에 다수의 논리적인.

링크가 형성될 수 있고 동시에 하나의 내에VP , VP

는 다수의 링크가 형성될 수 있다 전송망VC . ATM

의 가상경로 및 가상채널은 의 흐름으로 이ATM cell

루어지며 헤더에 있는, ATM cell VPI(Virtual Path

로 구분된Identifier), VCI(Virtual Channel Identifier)

다.

전송망의 망요소로는 물리링크계층에서의ATM

기본망 요소 급 전송장치 등SDH (155M 10G SDH )～

와 가상경로 계층의 다중화장치ATM (ATM-MUX),

장치 및ATM Add Drop (ATM-ADM) ATM Cross

그리고 가상채널층의 교Connect(ATM-DXC), ATM

환장치 등이 있다 전(ATM-SW, ATM-RSS) . ATM

송망의 구성방안으로서 가상경로망ATM (Virtual

을 장치Path Network) ATM Cross Connect

와 장치 으(ATM-XC) ATM Add Drop (ATM-ADM)

로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용회선 서비스를ATM

제공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기존 전용회선 서비스.

를 수용할 수 있고 로부터 까지의64 kbps 122 Mbps

다양한 전송속도의 가상경로가 가입자간에 설정되면,

가상경로내에서는 가입자가 정의하고 관리하는 다수

의 가상채널이 구성될 수 있어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



스에 적합한 전용회선이 제공될 수 있다.

전송망과 전송망의 논리링크계층에서ATM STM

의 라우팅 성능을 비교하면 전송망에서는, STM VCn

단위에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전ATM

송망에서는 내에 자체적인 라우팅 정보ATM cell

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송망 구성에 융통성(VPI/VCI)

이 있다 즉 가입자망의 경우에는 가입자 서비스의 특.

성 서비스 종류 서비스 분포 등 에 따른 다양한 형태( , )

의 망구성이 가능하며 국간 전송망(Star, Ring, Bus) ,

의 경우에는 또는 형 구성에 적합하고ring full-mesh

다양한 대역폭이 분기 결합 및 분배가 가능하다 특히/ .

전송망의 논리계층에서는 계층적 다중화가 없ATM

으므로 다중화 시스템 구조가 단순하여 가상경ATM

로 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VP) ATM Cross Connect

템의 비용이 시스템에 비해 정도인 것으로STM 20%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송망은 경로설정이 용이. ATM

하며 다중화에 따른 오버헤드가 없으므로 기존 비동

기식 전송망에 비해 의 비용절감이 되는 것으로50%

분석되고 있다.

분석결과3.5

지금까지 망에서의 자원분배 기법들을 분석ATM

한 결과 효율적인 망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ATM

자원분배 및 할당기법들이 필요하나 실제 망 운용에

있어서는 트래픽의 지역적 시간적 수요변동에 유연하,

게 적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트래픽 관리와 조치로 망을 최적상태로 운용하는 것

이 가장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운용상의 감각을 통한 trial

과정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망운용을 앞-and-error

당기기 위해서는 통신망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부

하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동적인 자원분배모

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4.

본 논문에서는 망에서의 자원분배 기법들을ATM

분석 하였다 통신망 운용에서는 트래픽의 지역적 시. ,

간적 수요변동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의 특징인 용량 가변성을 활용한 패ATM

스 용량의 동적 할당과 망의 재구성을 쉽게 실(path)

행해서 얻은 운용기능을 실현하고 망 자원의 융통성

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 실제 망 운용은 현. ATM

재 정적인 모델기반이 대부분이고 기존의 동적인,

자원분배모델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의 용량 및ATM

망 구조 재구성의 융통성을 제공해 주기에는 아직 어

려운 실정이다 향후 사내 통신망에 망자원 분. ATM

배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망 구조의 효율적ATM

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동적인 모델들을

보완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실제 망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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