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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방식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은 수십 의 전송속도를 갖는 광섬유의 넓은[1] Tbps

광스펙트럼을 수 의 전송속도를 갖는 좁은 광스Gbps

펙트럼으로 분할하고 각 스펙트럼의 중심 파장에 채

널을 배당함으로써 현재의 전자매체가 갖는 처리속

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섬유의 광대한 대역폭 사용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은 여러. WDM

개의 서로 다른 파장이 한 개의 광링크를 공유하여

전송되는 것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파장을 통해 하나의 광링크에서 많은 채널들을

사용함으로써 광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파.

장분할 다중화는 광섬유의 전송용량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파장에 따른 경로제어가 가능

하기 때문에 통신망의 유연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송망은. WDM

차세대 장거리 통신망의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광전달망에서는 연결수요가 존재하는 노드WDM

쌍간에 연결경로를 설정하고 이들 광경로에서 하나

의 파장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한다 이때 하나의.

링크를 통과하는 서로 다른 광경로에 동일한 파장이

중복 할당되면 상호간섭이 발생되어 자료가 손실된

다 따라서 동일링크를 경유하는 광경로들은 각기.

다른 파장을 이용하여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

나 전송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파장대역폭은WDM

기술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용파장들간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파장

수는 제한된다 따라서 사용가능 파장수의 제약 하.

에서 모든 연결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효율

적으로 광경로를 설정하고 파장을 할당해 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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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광 통신망에서 망의 효율적인 설계에 필요한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광WDM . WDM

통신망은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이 중요한 변수로 노드 쌍간에 필요한 연결수요가 주어질 때 이s-d

연결수요를 만족시켜주는 광 경로를 설정하고 파장을 할당해 줌으로써 사용 파장수를 최소화하면서,

파장을 재사용 할 수 있는 효율을 최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을 이용하여 전기적 변환. WDM

에 따른 지연 없이 전광통신망에서 여러 개의 파장을 다중화하여 동시에 자료를 전송함으로서 수

혹은 그이상의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들 설계 문제들은 일반적인 토폴로지Gbps, .

망에서 정적인 경로 설정 및 파장할당을 대상으로 하여 발견적인 알고리즘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

를 통해 모형으로 얻은 하한 한계 값과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최소파장수와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LP

는 알고리즘을 구하였다.



년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제 권 제 호2000 7 1

광경로 설정 및 파장할당2-1.

광경로는 두 노드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경로와

그 경로에 할당된 하나의 파장으로 이루어진다 파.

장변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경로에는 반드

시 한 개의 파장만이 할당됨으로써 경로에 속한 모

든 링크들은 동일한 파장을 할당받게된다 이것을.

파장 연속성의 제약 (Wavelength Continuity

이라 한다 만약 두 개의 광경로가 하나Constraint) .

의 링크를 공유한다면 이 두 광경로는 동일한 파장

을 할당받을 수 없다 만약 한 링크에 대해 같은 파.

장이 중복되어 할당되면 파장충돌 (Wavelength

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파장연속성Conflict) .

의 제약 및 파장충돌현상 때문에 광전달망WDM

설계시 효율적인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이 필요하다.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에는 정적 인 방법과 동(Static)

적 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정적인 경로설(Dynamic) .

정 및 파장할당이란 일정 기간동안의 단대단 요구연

결수에 대해 회선교환에 의해 연결되는 광경로에 파

장을 할당하는 것을 뜻한다 광전달망을 위한. WDM

정적인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문제는 NP-Complete

이며 효율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었다.[2][3][9]

정적인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주어진 연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 파장수 및

최소 망 용량 또는 사용파장수 및 망용량이 주어질,

때 최대가능 연결수 등이 있다 동적인 경로설정.[10]

및 파장할당은 호별로 단대단을 연결하는 경로를 설

정하고 파장을 할당하며 호가 폐지될 때까지만 연,

결을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호의 설립을 요구할 때. ,

이미 연결되어 있는 광경로를 유지시켜야 한다 동.

적인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호거절 확률 이(Call blocking probability)

다.[7]

그림 1

그림 광전달망에서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 흐름도[ 1] WDM

본 논문은 정적인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문제에 해당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광전달망에서의. WDM

경로설정 및 파장할당과정의 흐름을 도식적으로 표

현하면 그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

먼저 노드 쌍별 연결수요가 주어진 가운데 경로가

설정된다 경로는 추후 파장할당시 사용파장수를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정된다 경로가 설.

정되면 모든 연결 경로에 파장할당이 가능하도록 충

분히 크게 주어진 개의 사용가능 파장을 이용하여W

파장을 할당한다 모든 연결수요가 만족되면 사용가.

능 파장수 를 만큼 감소시킨 후 파장할당을 반복W 1

한다 더 이상 모든 연결수요를 만족시켜줄수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소요구 파장수를 구한

다.

최소파장 할당 알고리즘은 그림 의 를 만[ 1] , ,② ③ ④

족시켜주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광.

경로 설정 알고리즘에 의해 주어진 광경로에 가능한

최소의 파장을 이용하여 파장 충돌 없이 파장을 할

당해 준다 알고리즘은 크게 두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 단계는 초기파장 할당 단계로서 모든 광경

로에 차례로 파장을 할당해 준다 두 번째 단계는.

파장 최소화 과정으로 최대번호 파장이 할당된 광경

로에 낮은 번호의 파장을 재 할당하고 이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파장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광경로에

할당된 파장을 순차적으로 변경해 준다 광경로 설.

정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최대링크 부하 Lmax 가

사용파장수의 하한값에 해당하도록 알고리즘의 목표

는 사용파장수를 Lmax 까지 줄여주는 것이다 알고.

리즘 서술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모든 링크의 광

섬유 수는 인 것으로 가정한다 최소파장 알고리즘1 .

은 다음과 같다.

최소파장 할당 알고리즘2-2.

최소파장 할당 알고리즘의 흐름

내림차순 정렬 광경로를 홉수가 큰순으[Step-1] :

로 링크는 부하가 큰순으로 정렬한다.

초기 파장할당 과정 첫 번째 광경로부터[Step-2] :

가능한 작은 번호의 파장을 이용하여 모든 광경로에

파장을 할당한다.

멈춤 조건 를 할당된 최대 파장번호[Step-3] 1 : W

라고 할 때 와 최대링크 부하가 같으면 알고리즘W

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장재할당 과정으로 간다.

파장 재할당 과정 파장번호 가 할당된[Step-4]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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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선택한다 이를 변경경로라 하고 변경경로. ,

중 최대부하 링크를 선택하여 그 링크에서 아직 사

용하지 않은 보다 작은 과정을 선택한다 이 파장W .

을 변환파장이라 한다 이때 는 최대링크보다 크. W

기 때문에 변환파장은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변경 경로의 파장을 변환파장으로 바꿔준 뒤 파장

충돌 검색과정으로 간다 변경경로가 존재하지 않으.

면 를 만큼 감소시킨 후 멈춤 조건 로 간다W 1 1 .

파장 충돌 검색과정 파장 변경에 의해[Step-5] :

링크에서 파장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파장 충

돌이 발생한 링크가운데 부하가 가장 큰 링크를 선

택한다 이를 충돌 링크라 한다 충돌 링크에서 변. .

경 경로 외에 이미 변경파장이 할당되어 있던 충돌

경로를 파장 충돌 해결 과정으로 간다 충돌 링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파장 재할당 과정으로 간다.

파장 충돌 해결과정 충돌 링크에서 아직[Step-6] :

사용하지 않은 보다 작은 파장을 선택하여 충돌경W

로의 파장으로 대체한 뒤 파장 충돌 검색과정으로,

간다.

멈춤 조건 알고리즘이 미리 설정된 일[Step-7] 2 :

정 반복수 번만큼 수행되어도 사용파장수가 최대K

링크부하까지 줄어들지 않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한

다.

그림 최소파장 할당 알고리즘 순서도[ 2]

알고리즘 적용예5 .

최소파장 할당 알고리즘을 개의 노드와3×n

개의 링크를 갖는 격자망에 대해서2+5×(n-1) 3×N

적용해 보았다 각 링크의 광섬유 수는 모두 개이. 1

고 파장변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개이상의 링크.

를 거치는 모든 노드 쌍에 대해 연결수요가 인 문1

제를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얻은 모든 연결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파장 수 값이

이론적 하한 값에 대해 근사 해를 제공하는지에 초

점을 맞추었다.

구분 네트워크
연결요구노

드쌍수

연결수요

범위

정수형

결정변수의

수

시뮬레이션1 3×3 24 1 864

시뮬레이션2 3×4 66 1 2244

시뮬레이션3 3×5 105 1 4620

시뮬레이션4 3×6 153 1 8262

시뮬레이션5 3×7 210 1 13440

시뮬레이션6 3×8 276 1 20424

시뮬레이션7 3×9 351 1 29484

시뮬레이션8 3×10 435 1 40890

시뮬레이션9 3×11 528 1 54912

표 격자형 망에서의 제안알고리즘 최소파[ 1] 3×N

장수와 모형 최소LP (Linear Programming)

파장 하한값 비교를 위한 시뮬레이션

정수형 결정변수의 수 링크수 연결요구 노드= 2× ×

쌍의 수

구분

모형으로LP

구한 하한

최소파장수

의 한계값

발견적

알고리즘의

최소파장수

재경로

과정

수행횟수

시뮬레이션1 6 7 24

시뮬레이션2 12 13 34

시뮬레이션3 18 18 42

시뮬레이션4 27 27 52

시뮬레이션5 36 38 7

시뮬레이션6 48 49 36

시뮬레이션7 60 62 67

시뮬레이션8 75 76 4

시뮬레이션9 90 90 4

표 표 의 시뮬레이션결과[ 2] 1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에 나타나 있다 모든 시뮬레2 .

이션에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제공한 최소파장의

수가 모형으로 얻은 최소파장수의 하한 값과 같LP

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적화 모형에 대한 최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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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프로그램인 를 모델링프로그램 이Labview/OSL ( )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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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알고리즘 최소파장수와 모형 최소[ 3] LP

파장 하한값 비교

결론6

현재 광전달망의 효율적인 전송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 최소의 파장 수를 이용.

하여 광경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 RWA(Routing

문제는 한Wavelength Assignment) NP-Compete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견적 해결방

법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

파장수의 하한 한계 값을 경로흐름 모형에 의해 구

한 값을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발견적 알고리즘과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제안된 방법에 의해 구해진 파.

장 수와 비교하여 볼 때 하한 한계 값과 동일한 값

을 나타내어 주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소. ,

파장 할당 알고리즘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서는 효율적인 광섬유 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방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계획은 광.

섬유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인 망설계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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