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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XGPON (1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의 새로운 동적대역할당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알고리즘들과 달리 제안된 알고리즘은 각 서비스 클래스별로 공통의 서비

스 카운터를 갖는다. 그리고 하나의 서비스 클래스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는 대역폭을 다른 서비스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대역폭 활용도를 향상시킨다.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들

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예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dynamic bandwidth allocation algorithm for XGPON

(1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The proposed algorithm uses a common service

counter for each service class unlike to the existing algorithms. The unused bandwidth of a

service class can be used for other service classes to increase bandwidth utilization. We illustrate

examples to show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existing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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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입자망에서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저

비용이면서 고속 대역을 제공할 수 있는 XGPON

(1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기

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XGPON은 1개의

OLT (optical line termination)과 다수의 ONU

(optical network unit)으로 구성된다. ONU는 다

수의 queue를 서비스 클래스별로 1개씩 가지고

있다. XGPON 기술에서 서비스 클래스는

T-CONT (transmission container)로 불린다. 각

ONU의 각 queue는 대기중인 패킷들의 크기를

OLT에게 request로 보내며 OLT는 동적대역할당

을 수행하여 각각의 queue에게 전송시간과 전송

량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XGPON시스템의 모든

동작은 단위시간인 125us에 동기되어 있다. 따라

서 동적대역할당도 매 단위시간마다 이루어지며

동적대역할당시에 할당하는 대역폭도 125us로 제

한된다 [1][2][3].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동적대역할당 알고리즘들

은 동적대역할당을 위해 각 queue별로 서비스량

을 저장하는 서비스 카운터와 그 서비스 카운터

가 재충전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감소 타이머를

사용하였다. 감소타이머는 매 단위시간마다 1씩

감소하여 타이머 값이 0이 되면 서비스 카운터가

재충전되고 감소 타이머 값도 재충전된다. 그러나

각 queue가 개별적으로 서비스 카운터를 갖는 경

우에는 request가 없는 queue에 할당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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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 queue별로 개별 서비스 카

운터를 두지 않고 T-CONT 별로 공용 서비스 카

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4].

그런데 [4]의 방법에서도 어떤 T-CONT의

request가 적은 경우 이 T-CONT의 서비스 량이

낭비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ONT별로

공용 서비스 카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

량이 낭비되는 예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새로운 동적대역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본 론

여기서는 [4]의 방법에서 서비스 카운터의 서비

스량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먼저 설명한다. [4]에

서는 ONU에 3개의 queue가 T-CONT type 2, 3,

4별로 1개씩 있다고 가정했다. T-CONT type 1은

정적대역할당을 하므로 동적대역할당문제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동적대역할당을 위해 OLT는 각

T-CONT별로 서비스 카운터, S2, S3, 그리고 S4를

갖는다. 또 감소 카운터도 각 T-CONT별로 T2,

T3, T4를 갖는다. 각각의 서비스 카운터는 재충전

값으로 A1, A2, 그리고 A3를 갖는다. 각각의 감

소 카운터도 재충전 값으로 V1, V2, 그리고 V3를

갖는다. 감소 카운터 Ti는 매 단위시간마다 1씩

감소하고 Ti = 0이 되면 Ti = Vi로 재충전된다.

또 Ti = 0이 되면 Si=Ai로 재충전된다.

그림 1은 서비스 카운터의 서비스량이 낭비되

는 예이다.

그림 1. 서비스량 낭비의 예

그림 1에서 S2 = 200, S3 = 400이다. 그리고

T-CONT type 2에 대해서 ONU1, 2의 전송요청

이 각각 200 byte, 200 byte이다. T-CONT type 2

에서 200 byte가 전송허가가 되고 S2 = 0으로 감

소된다. T-CONT type 3에서는 ONU1만 100

byte의 전송요청이 있다. T-CONT type 3에서는

100 byte가 전송허가가 되고 S3 = 300으로 감소

한다. T-CONT type 2에서는 전송허가가 되지 않

은 전송요청이 200 byte가 남아 있고 S3의 서비

스 잔량이 300 byte이므로 S3의 200 byte가 낭비

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에서 우리가 T-CONT type 2에서 S3의

서비스 잔량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서비스 낭비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동적 대역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서

비스 잔량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

법은 동적대역할당이 끝난 후 Si의 남은 서비스

량을 가지고 다시 동적대역할당을 반복하는 방법

이다. 두 번째 동적대역할당에서 사용할 서비스

카운터를 T-CONT type별로 U2, U3 그리고 U4

라고 하자. 동적대역할당을 먼저 수행한 후 Si의

서비스 잔량을 모두 합한 후에 이를 U2에 충전한

다. 즉, U2 = S2+S3+S4가 된다. S2 대신에 U2를

사용하여 T-CONT type 2에 대해서 동적대역할당

을 수행한다. 이때 전송허가만큼 U2를 감소시킨

다. U2의 잔량을 갖고 즉, U3 = U2로 하여

T-CONT type 3에 대해서 동적대역할당을 수행한

다. 비슷하게 T-CONT type 4에 대해서도 동적

대역할당을 수행한다.

위 예의 경우 두 번째 동적대역할당에서 U2 =

200이 되어 T-CONT type 2의 남은 전송요청인

200 byte에 대해 전송허가가 됨을 알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T-CONT별로 공용 서비스 카운

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 량이 낭비되는 예

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동적대

역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

에서는 동적 대역할당을 두 번 수행하고 두 번째

수행에서는 첫 번째 수행에서 남는 서비스량을

사용하여 동적대역할당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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