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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면 간단한 웹 정보와 같은 단방향 정

보만을 제공받는 형태에서 자유로운 이동성을 기반으로 보안과 개인화가 보장된 대용량 정보 전송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사항들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형태에서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

다. 아울러 네트워크 또한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어 기술이 핵심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차세대 네트워

크는 WDM/IP 전송기술을 기반으로 동적 재구성을 지원하는 다계층 네트워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패킷-광

전달 시스템(P-OTS)은 SONET/SDH와 Ethernet, DWDM, OTN, 그리고 ROADM과 같은 기술들을 통합한 플랫폼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에서 PCE 기반 광 및 패킷전달계층 경로계산엔진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A Inter-layer Path Provisioning System Architecture in Multi-layer

Networks

Hyuncheol Kim*

ABSTRACT

Looking at the recent value change of users and the usage pattern of network users, it is changing from simple

web information, one-way information acquisition and data transmission to increase of usage of multimedia,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and customization, and increasing demands for free mobility. Due to this change of

demand, the services which were provided individually, developed into a form which is merged, the network also

seems to develop into the combined network from the individual network for individual service, and the

communication network control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is also rapidly developing. To reflect the

users’ demands, the next generation network created the multi-layer network which is based on the WDM/IP

transmission system and added the to make it easy to restructure. P-OTS (Packet-Optical Transport System) can

be defined as a platform that combines SONET/SDH, Ethernet, DWDM,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 switching

and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s (ROADMs). In this paper, we suggested that the optimum path

choice be performed through diversification of the PCE-based path selection using the information of various layers

altogether in the multi-layer environment, compared with the established path selection method when the path was

selected using the information of each layers.

Key words : 다계층 네트워크, 경로설정, 계층간 통신, P-OTS

접수일(2013년 6월 3일), 수정일(1차: 2013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2013년 6월 23일)

*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 이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26 융합보안 논문지 제13권 제3호 (2013. 06)

1. 서 론

지금까지 통신망을 구성하는 전달망은 음성 또는

전용선 서비스를 위한 회선 기반의 광 전달망과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패킷망의 오버레이 형태로 이원

화되어 관리 및 운용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다양한

스마트 단말들의 등장과 함께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

비스와 같은 프리미엄 트래픽이 급증하여 보다 넓은

전송 대역폭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업자들은 요금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넓은 대역폭

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전달망 구축 방식은 네트워크 또한 각

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망 형태에서 유연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 통합망의 형태

로 발전되고 있다. 더불어 통합망의 핵심 기술인 전달

망 및 통신망 제어 기술 또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즉 회선 기반의 전송방식에서 이더넷 기반의 패킷 전

송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광 전달망의 넓은 대역

폭과 높은 신뢰성 그리고 보호 절체 및 OAM (Operat

ion, Administration & Management) 기술을 이용하

여 이더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킷-광 통합 전달 기

술이 등장하였다 [1][2].

패킷-광 통합 전달 시스템(P-OTS: Packet-Optical

Transport System)은 패킷 기반의 전달계층 기술을

사용하여 회선 기반의 전달방식을 대체하고 품질 보

장 및 경로 관리가 가능한 패킷 전달 경로에 매핑된

트래픽을 고속 대용량의 광 전송기술을 이용하여 전

달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패킷-광 통합 전달 시스템

은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네트

워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계층 (Multi-laye

r) 광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3].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플랫폼은 광 전달계층과

패킷 전달계층이 통합된 차세대 패킷-광 통합 전달망

의 운용을 위해 필요하며, 멀티-벤더 이기종 장비 제

어, 인터-도메인 연동, 자동화된 동적 경로 재구성이

가능한 크로스-레이어 경로 다계층 광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은 다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에서 통합

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1][2][4].

본 논문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다계층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PCE (Path Comput

ation Element)를 기반으로 패킷전달계층에서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하

위계층 경로정보까지를 포함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가

능 경로를 찾거나 설정된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신속한 연결설정이 가능한 경로를 찾는 방식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다

계층 네트워크의 특징과 구성 방법, 그리고 PCE 기반

네트워크 구조를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광 전달계층

과 패킷계층을 통합하는 경로계산 알고리즘을 기술하

고 있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내용의 의미

와 성과를 기술하였다.

2. 다계층 네트워크와 경로계산

2.1 다계층 네트워크

최근 인터넷 트래픽은 웹 페이지 접속과 같은 비실

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던 인터넷 서비스에서 대용량의

처리능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구에 따라 네트워

크의 대역폭,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전송속도, 확장

성, 보안성 등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향상된 네트

워크 기반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차세대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종의 기술들이 계층적(Multi-layer)으로 구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진

행되고 있다. 멀티 레벨(Multi-level)은 서로 다른 도

메인이나 네트워크 영역 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계층의 의미는 다양한 이종의 기술

과 멀티 레벨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4]

[5]. 다계층 네트워크 (MLN: Multilayer Network)는

수직적, 수평적, 그리고 혼합형 형태로 구성될 수 있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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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다계층 네트워크 예

(그림 8) PCE3 내의 계산 정보

(그림 9) PCE3 내의 계산 결과

PCE2는 PCE3로부터 리턴된 결과와 함께 도메인2

내의 경로 계산을 통하여 다시 PCE1에게 결과를 (그

림 10)과 같이 전달한다. (그림 11)은 계산된 결과를

통하여 PCE2에서 PCE1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표현하

고 있다.

(그림 10) PCE2 내의 계산 정보

(그림 11) PCE2 내의 계산 결과

최종적으로 목적지에 이르는 중간 도메인의 PCE에

서 정보를 수집한 PCE1은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PS

C 계층의 최적경로와 LSC 계층에서의 최적 경로를

비교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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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1 PSC layer considers

- SABCEGHIJL..D cost 33, SABCEGHKM..D cost 27

- SADFHIJL…D cost 27, SADFHKM...D cost 21

•PCE1 LSC layer considers

- sabceghijl..d cost 11, sabceghkm..d cost 9

- sadfhijl..d cost 9, sadfhkm..d cost 7

- Make direct path using LSC information

․L1(s, #1 of lambda LSP, 3, 1), (s, #2 of lambda LSP, 2, 1)

with L2<(e, #1 of Lambda LSP, 5, 3), (e, #2 of Lambda LSP, 4,

3),

(f, #3 of Lambda LSP, 3, 3), (f, #4 of Lambda LSP, 4, 3)> and

L3 <(l, #1 of Lambda LSP, 2, 1), (m, #2 of Lambda LSP, 1, 1)>

•PCE1 choose Min(SADFHKMD cost 21, ChooseLSP(L1, L2, L3)

(그림 11) PCE1 내의 계산

4. 결 론

현재의 정적인 SONET/SDH 중심의 광전달망이

동적인 패킷 전달망으로 진화함에 따라 패킷 트래픽

의 전달 특성 및 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동적인 경로

및 자원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의 패킷망 (IP/MPLS망)에서 제공하는 고비용의 복잡

한 MPLS LSP 터널링 기술을 저렴하고 단순한 L2

이더넷 터널링 기술로 대체하고, IP 서비스 플로우 식

별 및 QoS 보장 전송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광 전달

망을 통해 품질 보장형 차세대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를 지원하기 위한 다계층 통합 자원 제어 및 관리 체

계 구축 및 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논문

에서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다계층

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PCE (Path Computation

Element)를 기반으로 패킷전달계층에서 경로를 계산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하위

계층 경로정보까지를 포함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가능

경로를 찾거나 설정된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신

속한 연결설정이 가능한 경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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