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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용량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와 같은 스트리  서비스등 이에 한 품질을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빠르게 요구 역폭을 할당하고 보장하기 한 역폭 기반의 응용지원을 한 DCN 
(Dynamic Circuit Network)을 구축  검증하는 내용을 기술 하 다. 이를 해 GMPLS, RSVP, OSPF등
의 기술을 기반으로 2계층의 LSP를 동 으로 할당할 수 있게 하 으며, WBUI(Web-based User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 고, Iperf를 통해 요구 역폭 

할당과 보장을 검증한다.

1. 서론

 재 사용하고 있는 IP(Internet Protocol)는 데이터를 패

킷으로 잘라 섬유를 통해 최종 도착지로 송한다. 이 

때 패킷들은 네트워크를 지나면서 공통의 길을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라우터가 각각의 패킷을 검사하고, 그 다음 

패킷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이 때 문제는 용량으

로 송되는 데이터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연이 생기

고, 만약 패킷들이 동시에 최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수신자들은 데이터들을 수신하는데 방해를 받아 결국 온

라인 비디오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상황

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동  회선 네트워크의 경우에

는,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느 특정 지역에 화

를 거는 것처럼 임시 인 네트워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송신자의 데이터들이 기존의 네트워크를 공유

하는 다른 사람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용량의 데이터를 

원하는 지역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보낼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동  회선 네트워크의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기

반으로 Intra-Domain을 DCN(Dynamic Circuit 

Network)[1]의 구성요소인 DRAGON[2]과 연동하는 모듈

을 구축함으로써, 다른 도메인에 걸쳐 발생하는 데이터 통

신에 해 충분한 역폭의 안정 인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트래픽 용량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종단 간 연결에서 

용 경로와 자원 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가 

송되는 동안 사용자가 요구하는 역폭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해 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역폭을 할당하고 

DCN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구축  검증으로써, 2장에

서는 기반 기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구축  검증을 한

다. 검증 방법으로는 Iperf[3] 툴을 이용하여 DCN이 

QoS[4] 역폭에 맞춰 보장 되는지를 확인하고 4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2. 련 연구

  2.1 GMPLS(Generaliz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1990년  반 이후로 인터넷 수요가 속히 증가하면서 

인터넷은 용량화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기술

 변화를 겪고 있다. 기본 패킷 헤더를 이용한 라우 은 

경로를 찾기 해 필요 이상의 많은 정보 요구로 송 속

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5]이라는 짧고 고정된 길이의 이블을 이용하

여 패킷을 달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GMPLS

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MPLS를 일반화 하여 그 용 

범 를 규모 망을 비롯한 IP 달망에까지 넓힌 것을 

말한다. 즉, GMPLS는 MPLS에서의 제어 평면(Control 

Plane)[6]을 다양한 장치의 스 칭과 포워딩 기술  계층

을 포함 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MPLS 기술

과 마찬가지로 GMPLS 기술은 라우   신호 기술과 

이블을 이용한 IP 패킷의 인코딩을 포함하여 이외에 인

터넷 링크 리를 한 운용 리 기술을 포함한다.

  2.2 DRAGON(Dynamic Resource Allocation in GMPLS    

              Optical Network)

 국립 과학 재단에 의해 출시된 DRAGON은 고성능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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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송, e-VLBI[7] 등 종단 간 네트워크 송 서비스를 

동 이고, 경로를 미리 계산하고 이에 한 리를 연구하

고 개발 하고 있는 로젝트이다. 이는 다른 네트워크로부

터 상호 교환을 동 으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술 연구

와 개발을 하는 것이다. 회선 교환 네트워크 결합 패킷의 

유연과  네트워크 기술을 입증한다. 그리고 

MAX(Mid-Atlantic Crossroads)[8],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9], GSFC(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10] 등의 기 은 DRAGON 로젝

트를 공동 연구 하고 있다.

  2.3 RSVP(Resource Reservation Protocol)

  사용자에게  스트리  서비스에 한 품질을 보장하기 

해서는 QoS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 IETF에서 

RSVP[9]라는 QoS 보장형 서비스 모델이 표 화 되었으

며 이는 RSVP라는 미리 자원들이 약한 경로를 비하

기 해 수신자와 송신자 간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신호 

로토콜이다. 즉,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한 인터넷 

구조에서 자원 약을 담당하고 자원 약 망에서 호스트

와 특정 흐름에 해 망의 자원을 상하여 약하고 라

우터의 자원 약 요청을 달하여 상된 자원 약 상

태를 유지하게 한다.

 RSVP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단말 호스트의 

RSVP는 애 리 이션이 요구한 흐름 특성을 승인 제어부

와 정책 제어부에 달하여 이 흐름을 서비스하기에 충분

한 자원이 있는지 체크하고 사용자가 자원을 약할 권리

가 있는지 여부를 단하게 된다. 자원 약망에 존재하는 

라우터들은 RSVP 메시지를 처리하여 망의 자원을 할당하

게 되고 애 리 이션은 할당된 역폭 내에서 유니캐스

트, 멀티캐스트 데이터 트래픽을 송함으로써 서비스 품

질 향상을 볼 수 있게 된다.

3 . 구   

 3.1 동  회선 네트워크 시스템 컴포 트

 

[그림 1] VLSR & NARB 

 [그림 1]은  동  회선 네트워크 시스템 컴포 트인 

VLSR과 NARB를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은 컴포 트들에 

한 설명을 기술한다.

  3.1.1. VLSR(Virtual Label Switch Router)

 DRAGON 소 트웨어와 이더넷 스 치 구조를 기반으로

한 GMPLS를 운 하는 한 의 PC로써, GMPLS 제어 

평면을 통한 이더넷 스 치를 컨트롤 하는 것이다. 이더넷 

환경에서 VLSR은 VLAN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더넷 회

선을 비 하기 해서 OSPF와 RSVP를 사용한다. 각 이

더넷 스 치에서 VLSR은 로컬 스 치 명령어로 RSVP 

신호 메시지를 받고 요청된 역폭 보장과 VLAN 포트 

그룹을 만든다. 역폭과 VLAN tag 정보는 최신의 네트

워크 링크 상태를 유지하기 해서 OSPF 분할을 통해서 

갱신된다. 그리고 이더넷 스 치의 로컬 컨트롤을 해서 

SNMP[11]와CLI(Command Line Interface)명령어를 사용

한다.  

 3.1.2. CSA(Client System Agent)

 끝단 사용자 시스템에서 비되는 데이터 평면 링크가 

끝나는 시스템에서 운 하는 에이 트다. 이는 한쪽 사용

자 시스템에서 다른 쪽 사용자 시스템까지 사용자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구 하는 록시로써 동 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끝자리의 장치를 의미한다.

 3.1.3. NARB(Network Aware Resource Broker)

 해당 도메인을 담당하는 엔터티로써, 경로 계산, 자원 

리  LSP[12]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으

로 자원 상태를 감시하고 리하며, 도메인 토폴로지 

리, 다차원 제한 에 기반한 경로 계산, 도메인간 라우  

등 특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 NARB는 Inter-Domain 

경로 계산과 이블 스 칭 경로를 활성화를 하여 토폴

로지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정보 교환은 로컬 OSPF 

로토콜에 의한 실제 인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한다.

  3.2 목 지 경로 약  요구 자원 할당

 시스템은 사용자의 목 지 경로를 계산하기 해 그래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 를 그리기 한 

해 Intra-domain의 VLSR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사용자로

부터 새로운 요구를 요청했을 때 기본 그래 를 그리기 

한 정보로 사용하게 된다.

 경로 계산은 출발지 주소, 목 지 주소, 요구 역폭, 

VLAN Tagging, Untagging, 시간 정보를 가지고 그래

가 그려지게 되는데 기존에 약된 회선과 가용 역폭 

그리고 VLAN Tagging의 이용 유무를 도메인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확인하여 가용 가능한 노드들을 통해 기본 그

래 가 그려지게 된다. 이러한 기본 그래 는 마지막으로 

Dijkstra Shortest Path Algorithm[13]을 이용하여 최단 

경로를 계산하게 된다.

 요구 자원 할당은 기본 으로 가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할당이 이루어지며, 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사용자로부

터 WBUI(Web-Based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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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WBUI를 통해 출발지 주소, 

목 지 주소, 요구 역폭, VLAN Tagging, 시작시간, 종

료시간을 입력 받게 된다. 이러한 정보들과 도메인 데이터

베이스의 정보를 통해 NARB는 경로를 계산하고 해당 경

로의 VLSR에 요청하여 회선을 구성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VLSR은 스 치에 SNMP와 CLI 속

[그림 2] Juniper EX3200에 용된 QoS map

을 통해 스 치 정보를 얻고 VLAN Tagging  역폭 

설정을 하게 된다. 

 특히 요구 역폭의 경우 스 치의 Policer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림 2]는 Juniper EX3200[14]에 용된 QoS 

police를 나타낸다.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회선을 지

나가는 포트에 해 police를 용하고 해당 VLAN에 

해 역폭의 상한선을 용하여 사용자의 역폭을 할당

하게 된다. 

 

  3.3 DCN 시스템 동작 시나리오

 [그림 3]은 동  회선 네트워크 동작 시나리오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가 동  회선

을 약하기 해서는 WBUI를 통해 요구 조건을 입력하

게 되며, NARB는 요구 정보와 도메인 정보를 비교하여 

요청 가능한지 악한다. 이 때 외부 도메인으로의 경로가 

필요할 때에는 외부 NARB와의 토폴로지 정보 교환을 통

해 경로가 구성된다. 그리고 약 1분 후 경로가 구성하게 

되는데 WBUI에서 회선 상태를 보여주는데 “ACTIVE" 상

태가 되면 데이터 회선을 통하여 요구 역폭이 보장되는 

End-to-End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3.4 Iperf를 이용한 QoS 검증 

 [그림 4]는 NLANR/DAST에서 개발된 측정 툴인 Iperf

를 이용해서 동  회선 네트워크의 QoS를 검증하는 그림

으로써, End-to-End 간 경로에 한 최  TCP/UDP[15]

의  역폭과 지연(Delay), 지터(Jitter)[16], 그리고 패킷 

손실 등을 검증 할 수 있다.

 WBUI를 통해 역폭을 1000Mbits/sec로 설정하 고, 각 

단말에는 1G  이더넷 카드를 사용하여 Iperf로 역폭을 

측정하 다. 이더넷 카드의 최  역폭은 략 

810Mbits/se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송

되는 역폭을 100Mbis/sec로 임의의 패킷을 보냈을 때, 

95.0Mbits/sec로 요구 역폭 상한인 100Mbits/sec에 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 DCN 시스템 동작 시나리오 

[그림 4] Iperf를 이용한 QoS 역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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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론  

 본 논문에서는 MPLS와 RSVP를 응용하여 사용자가 웹

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 역폭을 보장하여 동 으로 회선

을 구축하는 동  회선 네트워크에 해 기술 하 다. 특

히 사용자의 요구 역폭 보장을 기반으로 Iperf 툴을  이

용해 요구 역폭 보장에 한 검증을 보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QoS가 보장된 상태에서 안정 으로 회선을 확

보하여 UltraGrid[17] 등의 용량 역폭 서비스로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의 통합의 필

요성과 사용자에게 미리 할당된 역폭의 효율  사용을 

한 개선과, DRAGON 소스 코드의 미비  개선을 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보완해서  미국, 캐나다, 유럽, 일

본과 발 맞춰 국내 연구망인  KOREN에서도 DCN 확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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