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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cN망은 품질보장이 강조되는 망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안정 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

며 이용자는 불편 없이 BcN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해 BcN망은 망 체의 품질 리를 주기 으로 

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BcN망에서 품질의 질이 가장 쉽게 떨어 질 수 있는 사용자 망인 access

망을 안정 인 품질로 높이려 한다. 이것은 망 리자인 RACF를 멀티캐스트 통신방식으로 서로 통신

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통해 access망의 품질을 안정 으로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1. 서론 

  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은 흔히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역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안 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차세  통합 네트워크를 말한다. 즉 음성 ․ 

데이터, 유·무선 통신, 방송 융합형 서비스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통합망에서도 많은 품질 요

청이나 바이러스와 라우터의 오작동 등에 의해서 망 체

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 서비스를 사

용하는 사용자와 새로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들에게 망

과 상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품질보장 서비스를 하기 해서는 기존의 서비

스와는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제공 한다. 

  재 BcN의 안정 인 품질보장 서비스를 하기 해서

는 체 인 BcN망의 체 인 정보를 알아야 한다. 특히 

품질의 질에 변화가 많은 access망은 access망 리에 따

라 BcN망의 체 인 품질이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access망에 해   

RACF 멀티캐스트 통신을 통하여 서로의 망 정보를 주고  

받으며 그 결과, 효율 인 access망 리로 인해 BcN망 

체가 안정 인 품질 보장 서비스가 제공됨을 제시하겠

다.

2. 본 론

2.1 RACF(Resource and Admission Control Functions)[1] 

  RACF는 ITU-T의 FGNGN(Focus Group on Next 

Generation Network)에서 QoS 표 을 담당하는 

WG3(Working Group 3)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는 자원 

리를 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계층(service 

stratum)과 달 계층(transport stratum) 사이에 치하

면서 자원 약, 수락 제어, 게이트 제어 등 NGN에서의 

품질 리를 한 QoS를 제공한다. 즉, 서비스 제어 기능

과 달 기능 사이에서 달망의 자원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 계층의 요구를 구체 으로 NGN에 반 하여 자원 

상과 할당을 한 재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달망 

제어 기능 TCF(Transport Control Functions)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 RACF 구조 

 (그림 1)은 RACF 기능 구조이며, (그림 1)에서 각각의 

기능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RCF(Transport Resource Control Function)은 서비스 

계층과 무 하지만 달 계층에 의존 이며 네트워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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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먼트 별로 구 된다. TRCF의 역할은 송 자원의 쓰임

과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찾아내고, 자원 기반의 수락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2계층의 자원 제어를 달 계층에 용

하는 것이다.

  PDF(Policy Decision Function)은 서비스 계층과의 인

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달 계층과 독립 으로 동

작한다. PDF는 정책과 사용 가능한 자원에 기반한 반

인 수락을 결정하며 역폭 할당, 패킷 생성, NAPT 등을 

해 달 계층에 자원 제어를 용한다. 

  PEF(Policy Enforcement Function)은 보통 달 계층 

요소의 일부로써 구 되어 왔으며 PDF에 의해 용된 여

러 제어 사항들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역할들을 담당하면

서 RACF는 송 QoS 지원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제어 계

층에서 송 혼잡을 선 하며 밖으로 나가는 주요 트래픽

을 보호한다. 이는 VoIP, IPTV 등 네트워크 제어 애 리

이션에 용될 수 있다.

  NACF(Network Attachment Control Functions)는 

NGN 서비스에 근하고자 하는 종단 사용자들이 등록 

기능을 근하기 하여 네트워크- 벨 식별/인증을 필요

로 한다. 액세스 망의 IP 주소 공간을 리하여 근 세션

으로의 인증을 요청한다. RACF는 수락 제어 기능을 제공

하며 송 기능과 상호 작용하여 패킷 필터링, 트래픽 분

류, 마킹  감시, 역폭 약  할당, IP 주소의 스 핑

(spoofing) 차단, 사용 측정과 같은 송 계층의 기능을 

제어한다.

2.2 RACF 통신

  access망에서의 자원에 한 약, 수락, 제어를 담당하

는 RACF는 망의 상태나 재 자신의 망 등 을 TRCF와 

PEF의 도움을 받아 알 수 있다. 그리고 access망의 품질

리를 하고 있는 핵심인 RACF가 서로의 RACF에게 멀

티캐스트 통신 방식으로 정보를 달하므로써 자신의 망 

정보뿐만 아니라 상 방의 망 상태  자신의 망 상태까

지도 비교할 수 있다. 

(그림 2) RACF 통신 구조도 

그 기 때문에 자신의 access망에서 다른 access망에게 

데이터를 보내려 할 때 제일 처음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에 멀티캐스트 방식의 RACF 통신을 통하여 계 

access망  가장 좋은 망을 선정하여 보내게 된다면 

RACF통신 없이 보내는 것 보다 더 안정 이고 선택 으

로 access망을 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이 다른 

access망 한 안정 으로 리 할 수 있을 것이다.

2.3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RACF 

  access망에서의 RACF끼리의 통신은 TV나 라디오 채

처럼 일부 특수 주소로만 통신을 할 수 있는 멀티캐스

트 방식으로 제안한다. 일반 인 통신방법으로 RACF를 

통신 할 경우 패킷이 체의 RACF에게 모두 보내게 된

다.

(그림 3) 일반 인 방식 

 하지만,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RACF방식은 단 하나의 패

킷 송신으로 모든 access망의 RACF들에게 같은 패킷을 

받아 읽어 볼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리고 일반 인 통신 단계에서는 라우터 마다 IP확인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멀티캐스트 방식은 멀티캐스트 

용 IP주소를 쓰기 때문에 일반 인 라우터에서는 단계

으로 걸리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

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림 4) 멀티캐스트 방식 

   

2.4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RACF 통신 방법

  서로 다른 access망들에서는 자신의 망 자료를 실시간

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처럼 수집한 자료를 통계에 따라 

등 으로 나 게 되며, 등 은 <표 1>에 따라 메시지 형

태를 갖게 된다. 이 등 은 3비트로 장되며 나 에 

IGMP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 정보와 차후에 추가 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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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옵션과 함께 패킷 형태로 보내지게 된다.

등 내용

1 품질이 아주 좋음

2 품질이 보통

3 낮음 

4 (경고 메시지) 보내지 말 것

... 옵션

7 옵션

<표 1> RACF의 망의 자료

의 <표 1>과 같이 모든 RACF들은 자신의 망 정보를 

3비트의 숫자로 갖고 있게 된다. 

  이 정보는 자신의 정보와 비교해서 처리해야 한다.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access망에 패

킷을 보내야 할 경우이고, 두 번째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 

후 RACF가 다음 동작을 하기 해 서로의 RACF정보를 

받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등 과 비교한 후에 경

로를 결정하는 일이다. <표 2>에서 a는 자신의 등 을 말

하며 n은 다른 RACF에서 받은 정보를 말한다. a=n, a>n  

경우는 데이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고 메시지의 경우

에서는 a=n, a>n의 경우는 자신보다 망의 품질이 낮기 때

문에 모두 버려야 하며, a>n의 경우만 자신보다 좋은 품

질망의 정보라 인식하고 망 데이터를 기억한다. 이처럼 모

인 데이터는 서로의 데이터와 비교해서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메시지 

보낼 때
등 비교 메시지

경고 메시지 

받을 때

등

비교
메시지

1 a=n 기억 1 a=n 버림

2 a>n 기억 2 a>n 버림

3 a<n 버림 3 a<n 기억

<표 2> RACF 등  비교 

(그림 5) 멀티캐스트 통신방법 

 

  <표 1>과 같이 access 1망의 RACF에서는 자신의 망 

등 을 갖게 된다.  (그림 5)과 같이 access 1망에서 

access 5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access 1망에서는 

일반 으로 여러 개의 access망을 거쳐 가야 한다. 이런 

경우 거쳐 가는 망의 상태나 특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 된다. 그 기에  그림에서 A , C 로드 경우 

B의 로드 보다 상 으로 느릴 수 밖에 없다.

(그림 6) IGMP 요청 방식 

  이를 방지하기 해 access 1망을 리하는 RACF 1이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RACF에게 특정 주소인 멀티캐스

트의 메시지인 IGMP를 보내게 된다. 

(그림 7) 정보수집 방식 

  이 메시지를 받게 되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RACF로 알고 응답하게 된다. 응답 메시지에서는 TRCF

와 PEF에서 수집한 정보를 갖고 통계를 내서 자신의 망 

등 이 수시로 변화하는 측정값을 갖게 된다. 그 후 외부

의 IGMP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 등 과 함께 모든 RACF

에게 보내지게 된다.

(그림 8) access망의 경로 설정 

  

  RACF 그룹에서 받은 정보를 갖게 되는 access 1망의 

RACF는 데이터를 망으로 보내게 된다. 이때 RACF에서

는 등 이 늦은 access 3망을 피해서 가장 좋은 access 4

망을 선택하여 원하는 access 5에 데이터를 안정 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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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메시지 흐름도

3. RACF를 이용한 서로 다른 access망 리

(그림 10) 경고 메시지 달

 

  

  (그림 9)에서 보듯이 access망의 하  라우터에서 트랙

픽량의 정보와 재 자신의 상태를 받아 RACF에게 정보

를 달하게 되며, 이 정보를 통하여 RACF는 망 체의 

정보와 각각의 구간 망 상태를 알게 된다. RACF는 이 자

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낸 후 자신의 망의 상태를 악하

고 다른 RACF과 멀티캐스트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망 

상태와 다른 망 상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access망을 조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9)에서 보듯이 이웃하는 access

망이 품질이 낮아지게 되면 이웃하는 access망의 RACF는 

주변 RACF들에게 자신의 망이 품질이 낮아진다고 경고 

메시지를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달하는 것이다.

(그림 11) 다른 access망의 흐름도 

  이 메시지를 받으면 주변 RACF는 자신의 패킷들이 품

질이 떨어지고 있는 access망을 통과한다는 것을 체크하

게 되며 그 후 RACF는 IGMP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그

러면 RACF는 그룹의 access망의 품질 정보를 다시 갱신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패킷들이 좋은 망으로 

우회하도록 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cN망에서 품질에 향을 주는 사용자 

망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에 해서 제시하 다. 이를 하

여 RACF들이 서로 멀티캐스트 방식의 통신을 함으로써 

서로의 access망들이 유기 으로 작동하여 서로의 트래픽

을 이도록 하 다. 멀티캐스트 방식은 빠른 시간 안에 

그룹별 리가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주

고받기가 좋다는 장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 을 살려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실 하 을 경우, 멀티캐스트를 

이용한 RACF가 품질이 좋은 쪽으로 우회하여 망 체

의 안정성 확보를 이론 으로 입증하 다. 향후에 등 의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망의 정보를 공유한다면 체 으

로 월등한 망 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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