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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만 지원하는 현재의 인터넷에 음성

 

오디오 그리고 영상 통신 응용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

질

 

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방식과 대량의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

게 되었다

 

비동기 전송방식

 

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통

신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 장점인 고속의 스위칭 기술과 논리적으로

 

를 다중

화 하는 기법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망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의

 

그룹인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며

 

의 표준화 연구 목표

 

신호 프로토콜을 이용한

 

세션과

 

에 민감한 세션의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연결 설정 절차 및 인터넷 세션 정보

의 전달 방법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팅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고의 목적은 인터넷

서비스 및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하여 확장이 필요한

 

신호 프로토콜의 기능을 명확히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서 론

서비스 품질만 지원하는 현재의 인

터넷에 음성 오디오 그리고 영상 통신 응용 서비

스와 같은 새로운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를 사

용하려는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터넷의필요성이증대하

고있다 또한이러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

기위하여서비스품질 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방식과 대량의 트래픽을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동기 전송 방식

은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인

터넷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통신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 장점인 고속의

스위칭 기술과 논리적으로 를 다중화 하

는 기법 그리고 유연한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한 서비스 품질 관리와

논리적인 다중화 기법은 인터넷에서 서비스 품질

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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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

을 중심으로 망에

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

로 에서는 기존의 프로토콜을

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링크 계층에서의 인

터넷 연동을 위한 구조를 규격

화 하였다 또한 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기

존의

프로토콜을수정하지않고지원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것은 라우터 와 같은 기존의 종단 시스

템을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망에 접속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에서는 망에서 인터넷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모델 연동구조및 에관한연구를

수행하고있으며 은인터넷서비스를지원하

기 위한 신호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있다 은

효율적으로이연구작업을진행시키기위하여지

난 년 월회의에서조정그룹인

을 발족하

고 그 책임자로서 미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의

를 선출하였다

본 고에서는 지난 년 월 월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인터넷 서비스 및 프

로토콜을지원하기위하여확장이필요한

신호프로토콜의기능을명확히기술하기위한것

이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그룹의 연구 목표를 장에서 기술하고 장에

서는 세션과 에 민감한 세션

의 인터넷 트래픽에 대하여

신호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결을 설

정하는 절차와 인터넷 관련 정보의 전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장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팅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진화 방향 및 결론을 기술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프로토콜의 진화 방향

그룹은 지난 년 월 제

네바 회의에서 의 표준화 연구 목표로 아래와

같이 항목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③ 항목은

신호 프로토콜의 진화 목표이기도 하다

①짧은호점유시간에적합하도록설계된일반

공중 전화망

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

기위하여인터넷서비스제공자

로향하는트래픽을효율적으로

검출하고 라우팅한다

②인터넷기반과지능망기반의기능에대한요

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공중망 사업자나 인터

넷서비스제공자가대처할수있도록새로운

부가 가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호 프로토콜

을 정의한다

③ 공중망에서 요구하는 가변 대역폭 및 서비스

품질을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접속 제공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④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중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 사설망과 같은 인터넷상의 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신호 프로토콜의 표준화 동향

비스를위한이동무선접속방식을정의한다

⑤다이얼업인터넷접속데이터응용서비스또

는 상의음성응용서비스와기존의전기통

신서비스사이에서서비스연동을지원할수

있는신호프로토콜을정의하며 이것이 기

반 망으로서의 신호 응용이나 사용자부의 지

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은 개의 작업반

으로 구성되며 은 광대역 및 멀티미디

어망과서비스를위한신호프로토콜 는협

대역 망과 서비스를 위한 신호 프로토콜 는

이동 통신 서비스를 위한 신호 프로토콜 요구 사

항 는지능망과공통프로토콜의

그리고 는 공통 전달 및 관리 프로토콜에 관

한 표준화 연구를 수행한다 그룹은 효율적으

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연구 목표를 개 작업반에 분배하였으며 ① 항

목은 와 ② 항목은 ③ 항목은

과 ④ 항목은 그리고 ⑤ 항목은

가담당하기로결정하였다 특히

은 와

에서인터넷 서비스를수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신호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과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다

장에서는 본 고의 주요 목적인 ③ 연구 항

목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기술한다 상기 연구

항목들은 지능망등에서인터넷

서비스를수용하기위하여확장이필요한신호프

로토콜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우터

가 흐름를 언제 검출하여 연결의 설정을

요구하고해제할것인가의문제는본고의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신호 프로토콜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법

망을이용하는서비스는당분간 단

말을 사용하는 순수 서비스보다는

기반의인터넷서비스가대부분을차지할것이다

그러므로 신호 프로토콜은 및

기반의 인터넷 프로토콜과 등

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

넷프로토콜의세션 설정 인터넷세션정

보 전달 그리고 멀티캐스팅 기능 등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장에서는 망에서인터넷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하여 에서제안한

모델과 신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인터넷 세션에 대응하는 연결 설정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이모델에서 은라우터또는호스트와같

은 계층엔터티 들사이에서데이터

링크를제공하고 설정된링크를이용하여 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운반하는 흐름

은 특정한 경로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연

결은 망을 상호연결하는 계층 엔터티를

위한 형상 관리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해제된다

그림 과같이 트래픽을한 서브넷에서다

른서브넷으로전달하기위해서는반드시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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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통과해야하므로전통적인 라

우팅 방법과 동일하다

이 모델은 영구 가상 연결

또는 스위치드 가상

연결 을 이용

할수있으며 특정 어드레스에대응하는

어드레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필요하다 현재 완성된

신호기능으로이모델을수용할수있으며

이 경우 트래픽을 검출 하여

를 설정한다 이때 연결과 인터넷 세션

연결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 관계는 없다

 

그림

 

모델

세션에 대응하는 연결의 설정 절

차

인터넷 트래픽의 세션은 세션과

에 민감한 세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림

와 같이 연결을 이용하여 인터넷 세션을

설정할 수 있다 세션에 대한 연

결 설정은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

고도 가능하며 스위칭의 경우

를 사용하여 세션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고 스위칭의 경우

정보를 갱신하는

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에 민감한 세션은

또는

와같은인터넷전달계층신호프로토콜

을 신호 프로토콜과 결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인터넷프로토콜은연결지향프로토콜

이므로인터넷프로토콜의세션에대응하는

연결을설정하기위하여인터넷세션설정절차를

신호 프로토콜로 변환하여야 한다 그러

므로 신호 프로토콜이 인터넷 프로토콜

의 세션 식별자를 전달할 수 있으면 신

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인터넷 세션에 대응하는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세션에 대응하는

 

연결의 설정 모델

세션에 대한 신호 절차

두라우터사이에연결되어있는디폴트 에

한 인터넷 세션이 다중화 되고 있는 경우 그림

에 발신 라우터가 이 세션이 세션

으로 판단하면이세션이사용할 새로운 의 설

정을 요구하고 그림 이 가 성공적으로 설

정되면 세션은 새로운 로 이동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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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션을 위한

 

설정 시나리오

발신측 라우터에 있는 신호 엔터티가

요구하는 설정에 대하여 착신측 라우터에 있

는 신호 엔터티는 수신한 설정 요구

가 인터넷 프로토콜의 한 세션에 대응함을 검출

해야 하고 이 사실을 계층 엔터티에게 알려야

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계층 엔터티는 이 세

션을 새로운 로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상기의

설정절차를구현하기위하여 신호프

로토콜은세션식별자를반드시포함하여야한다

이 세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요소는 광대

역 하위 계층 정보 광대역 상위 계층 정

보 사용자 사용자 그리고 일

반식별자전송 이있

으며 이 정보 요소들의 본래 사용 목적을 고려할

때 최적의 정보 요소는 일반 식별자 전송 정보 요

소이다

에 민감한 세션에 대한 신호 절차

에민감한세션에대한신호절차와

세션에 대한 신호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에 민감한 세션 신호 절차는 라우터가

세션을 검출하여 연결 설정을 시작하

는 세션 신호 절차와는 틀리게

또는 같은인터넷전달계층신호프로토콜

에 의하여 연결 설정 요구를 시작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신호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에민감한세션의신호절차를구현하기위해

서는두라우터사이에있는 망은세션식별

Router Router
UNI UNIDefault VC

ATM Network

(a) 디폴트 VC를 통하여 Long-lived 세션을 라우팅

AP AP AP

TCP

IP

UDP

AP AP AP

TCP

IP

UDP

Router Router
UNI UNIDefault VC

ATM Network

(b) Long-lived 세션을 위한 새로운 VC를 설정

AP AP AP

TCP

IP

UDP

AP AP AP

TCP

IP

UDP

New VC

Router Router
UNI UNIDefault VC

ATM Network

(c) Long-lived 세션을 새로운 VC로 이동

AP AP AP

TCP

IP

UDP

AP AP AP

TCP

IP

UDP

New 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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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감한 세션에 대한

 

신호 절차

자와 인터넷 전달 계층 신호 프로토콜 정보를 전

달해야 한다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를 전달 방법은 두 가지

가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두 라우터를 연결하는

디폴트 에이프로토콜정보를 다중화하는것

으로 에 민감한 세션과 를 순차적으

로 설정한다 두번째 방법은 이 프로토콜 정보를

신호 프로토콜의 정보 요소에 실어서 전

달하는 것으로 에 민감한 세션과 를

동시에 설정하는 것이다 그림 와 같이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과 비교하여 계층과

계층의 연결 수락제어가 동시에 수행되므로 연결

수락 제어가 단순하며 계층과 계층의 연

결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타이머 관리가

단순하여 그 구현이 용이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

한협상을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방법

은 에민감한세션을제공하기위하여 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의 두 방법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

에 민감한 세션에 대한 신호 절차는 인

터넷 전달 계층 신호 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신호 프로토콜은 이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서 인터넷 프로토콜 정보를 사용자 사용자 정보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

인터넷 세션 정보의 전달 방법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세션을 제

공하기 위해서 신호 프로토콜은 일반 식

별자 전송 정보 요소과 사용자 사용자 정보 요소

를 확장해야 한다

가 일반 식별자 전송 정보 요소의 확장

세션 신호 절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세션을 운반하는 일반 식별자 전송 정보

N-CONNECT-ACK

Router Router
UNI UNI

QoS VC

N-CONNECT
CALL PROC

SETUP

CONN
CONN ACK

SETUP

CONN
CONN ACK

Sig.

RR
NW

Sig.

Sig. Sig. Sig.

ATM Network

N
W

R

Resource Reservation Setup Protocol
over ATM Signalling NW

RR

N-CONNECT

N-CONNECT-ACK

N
W

R
R

Sig.
R

TCP
AP AP AP

RR UDP
IP

TCP
AP AP AP

RR UDP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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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일반 식별자 전송 정보 요소의 구조

요소의구조는 권고안 의정의에

따라서 그림 와같고 이정보요소의최대길

이는 추후 확장을 고려하여 옥텟으로 결정되었

다

이 정보 요소에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응하

는 표준 응용은 의

권고안 의

그리고 응용 계층 타

임 의 식별자를 포함하고 식별자 타입은

세션 자원

식별자 등을 포함한다 특히 그

림 과같이 의

필드는 발신지 주소 목적지

주소 프로토콜버전 발신지포트그리고목적

지 포트 정보를 포함하므로 인터넷 세션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나 사용자 사용자 정보 요소의 확장

사용자 사용자정보요소는사용자가 연

결 설정을 요구하는 메시지에 임의 형태

의 정보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고 그 최대 길이

는추후확장을 고려하여 옥텟이요구된다 이

정보 요소는 프로토콜 판별자와 관련 사용자 정

보로 구성되며 현재 정의된 프로토콜 판별자는

IE Instruction Field1
Ext.

1

2

5

3∼4

6

6.1

일반 식별자 전송 정보요소

:

:

정보요소의 길이

식별자에 대응하는 표준/응용

식별자 타입

Res. IE Action Ind.

Coding
Standard

Flag

식별자 길이

식별자 내용

식별자 타입

식별자 길이

식별자 내용

옥텟

6.2∼6.m

N

N.1

N.2∼6.n

:

:

1 : DSM-CC
2 : Rec. H. 310 and H.321
3 : IPv4
4 : ST2+
5 : IPv6
6 : MPLS
7 : Application using
   AAL Type 2 VCC Id.

8 7 6 5 4 3 2 1

1 : Session
2 : Resource
3 : End Station
8 : AAL Type 2 VCC Id.
254 : OUI

0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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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별자 전송 정보 요소의 코딩 예

권고안

그리고 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정보 요소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추후 연구 항목으로 남겨두었으나 망

에서 에 민감한 세션 신호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는 같은 인터넷 전달 계

층신호프로토콜정보를전달해야하므로

등을 프로토콜 판별기에 추가할 필요가 있

다

다 인터넷 트랙픽을 위한 새로운 전달 등급의 정의

현재정의된전달등급 은 가

상 채널 연결을 위한

와 가상 경로 연결을 위한 스위치드 가상

경로 서비스 그

리고 프레이 릴레이 와의 서비스 연

 Identifier Related Standard/Applications
0   0   0   0   0   0   1   1

         Session Identifier
0   0   0   0   0   0   0   1

Identifier Length=13

Source IPv4 Address

Destination IPv4 address

Protocol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a) IPv4 세션 식별자의 코딩 예

5

6

6.1

6.2∼6.5

6.6∼6.9

6.10

6.11∼6.12

6.13∼6.14

 Identifier Related Standard/Applications
0   0   0   0   0   1   0   0

         Session Identifier
0   0   0   0   0   0   0   1

Identifier Length=6

Steam ID

(b) ST2+ 세션 식별자의 코딩 예

5

6

6.1

6.2∼6.7

 Identifier Related Standard/Applications
0   0   0   0   0   1   0   1
         Session Identifier
0   0   0   0   0   0   0   1

Identifier Length=37

Source IPv6 Address

Destination IPv6 Address

Protocol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c) IPv6 세션 식별자의 코딩 예

5

6

6.1

6.2∼6.17

6.18∼6.33

6.34

6.35∼6.36

6.37∼6.38

 Identifier Related Standard/Applications
0   0   0   0   0   1   1   0
         Session Identifier
0   0   0   0   0   0   1   0

Identifier Length=4

MPLS VCID

(d) MPLS 가상 연결 식별자의 코딩 예

5

6

6.1

6.2∼6.7

 Identifier Related Standard/Applications
0   0   0   0   1   0   0   0
     AAL Type 2 VCC Identifier
0   0   0   0   1   0   0   0

Identifier Length=2

0∼(215-1)

(e) ATM 응용 계층 타입2의 VCC 식별자의
  코딩 예

Flag
0/1

5

6

6.1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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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응용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 형상

동을 위한 프레이 릴레이 서비스 전달 등급이 있

다 한편 에서는 연결설정 요구가인터넷

서비스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달

등급으로 서비스를 정의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에서도 서비스를 새로운 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

팅 시나리오

망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

팅 통신 방식에 관한연구가 계층별

기능 관점으로 계층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 시나리오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들의가장큰차이점은리프 별로다

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능력의 보유 여부이

다 이 장에서는 각 계층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기

술한다

응용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

그림 과 같이 응용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는 멀티캐스팅 노드가 제공하는 멀티캐

스팅 기능에 의하여 수행되고 멀티캐스팅 노드

는 이 기능을 응용 계층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망은 멀티캐스트 노드와 리프 노드 사이에

서 데이터 링크만을 설정하므로 현재 신

호프로토콜이지원하는트래픽특성협상기능을

이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품질을 용이하게 할당할

수있다 이와같이 망은멀티캐스트노드와

리트 노드 사이에서 점대점

연결만을 설정하므로 추가 요구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

이시나리오는멀티캐스트노드가멀티캐스팅

기능을 계층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그림 과

같이 망은 멀티캐스트 노드와 리프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 링크만을 설정하므로 멀티캐스

트 노드와 리프 노드 사이에서 트래픽 특성 협상

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 품질을 할당할 수 있다

그러나이시나리오는협상한최대셀률

이 흐름의 평균 성능 보다 작

Root

AP-level
Multicast AP-level

Multicast

Leaf-1
Leaf-2

Leaf-3

Leaf-4

ATM Network

AP
AP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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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 형상

 

그림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 형상

은 경우에 멀티캐스트 노드는 흐름의 일부

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서

비스 품질을 협상한 연결에 대한 흐름양이 응

용서비스로부터추측한서비스품질의요구사항

과 어긋날 가능성이있다 이 시나리오를 위한 추

가 요구 사항은 없다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리오

그림 는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시나

리오형상으로서 이시나리오에서멀티캐스트노

드는멀티캐스팅기능을 계층또는 응

용계층까지제공한다 이시나리오는멀티캐스트

기능이 응용 서비스에 독립적이므로 멀티캐스트

노드가 응용 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기는

실제로 매우 어려워서 모든 리프에 동일한 서비

스품질을제공할수밖에없다는단점이있다 이

것은멀티캐스트노드가 또는 응용계

층에서의 처리만으로 특정 리프의 서비스 품질을

제어하기는매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리프

별로다른서비스품질을제공하기위해서는응용

계층에서의 멀티캐스팅 기능이 필요하다

Leaf-1

Root

IP-level
Multicast IP-level

Multicast

Leaf-2

Leaf-3

Leaf-4

ATM Network

IPAP

IP
IP

Leaf-4

Root

ATM-level
Multicast

ATM-level
Multicast

Leaf-1

Leaf-2 Leaf-3

ATM Network

AP

IP

ATM
ATM

ATM

ATM

ATM-level
Multi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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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진화 방향 및 맺음말

인터넷서비스의등장과실시간의높은서비스

품질을 요구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가증대함에따라서서비스품질보장의중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세션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하여 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반 식별

자 전송 사용자 사용자 정보 요소와 전달 등급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세션과 에 민

감한 세션의 인터넷 트래픽을 신호 프로

토콜을 이용하여 연결을 설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망에서 인터넷 멀

티캐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신호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목표는 인터

넷 세션 정보를 로 전달하기 위하여 현

재 신호 프로토콜을 확장하고 망

에 연결된 라우터에 신호 프로토콜을 구

현하여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

은 현재 신호 처리 능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

여 확장이 필요한 신호 처리 능력에 관한 연구를

년 초반까지 완료하고 완성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하여 과 지속적

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신호 방식에 관한 새로운 연구과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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