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T 1P 1 표준화 회의에서 미국 Omnipoint사가 제시

한 AT M LAN/ Emulation에 대한 전송 네트워크 표

준화 기술은 산업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

며, 기업의 근거리 통신망(LAN) 구축시 백본

(backbone)용으로 AT M 전송기술이 채택되어 왔다.

특히 기존 근거리 통신망의 투자 보호, 전송 대역

폭의 증대 등 AT M 네트워크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T M 전송기술이 소개되어

상업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

되어 있는 AT M LAN/ E 전송기술 적용시의 간과할

수 있는 취약성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물론 LAN/ 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보완

이 일부 완성 또는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환경에 적

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업무적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전송기술의 완전한 보완이 이루어

져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을 간접적인 방법으

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LAN/ E

전송기술의 최대 약점인 통신서버 장애시의 문제점

분석 곤란, 통신성능 저하, 또는 마비, 복구 지연 등

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계측면에서 제시하

고자 한다.

Ⅱ . A T M LA N/ Emulation의 일반적 고찰

1 . 네트워크 설계

통신의 세계에 AT M이란 말이 등장하고 약 10년

이 경과되었다. 기업 네트워크에 있어 AT M은 고속

LAN의 하나로서 백본 및 WAN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어 지고 있다.

가. AT M의 효율성

AT M이란 간단히 말하면 고정길이 데이터에 헤더

를 붙인 셀을 전송하는 통신방식으로서 헤더에는 목

적지 정보가 들어 있다. [post (통신회선)]은 하나로,

여기에 주소가 기재된 [엽서(cell)]을 집어넣는 방식

이다. AT M 네트워크에서는 AT M 교환기가 우체국

의 역할을 하므로 우체국에서 주소를 읽고 목적지에

보내주기 때문에 포스트는 하나면 된다. 이제까지 많

은 기업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어온 시분할 다중접속

방식(T DMA )은 데이터마다 대역을 확보한다. 미리

목적지가 결정된 포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 여기

에 주소가 적히지 않은 엽서를 집어넣으면 어느 포

스트에 넣었는가로 목적지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다. AT M의 경우 여러 개의 전용 포스트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신회선의 이용 효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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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E 전송기술은 버전 2.0으로 문제점 개선이 거의 완료시점에 도달해 있으나 ATM LAN 전송기술의 표

준은 MPOA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과는 달리 산업체 네트워크 환경은 기업경영과 많

은 관계가 있으므로 신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투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체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그램은 대용량 대역폭,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의 통합 등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기 투자된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표준화 동향을 제시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과 추

후 신기술 도입시 그 변화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나. AT M의 경제성

실제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PC, 서버 등 LAN에 수

용된 단말, PBX, T V 회의 단말 등 AT M 접속

(access )장치를 통해 AT M 네트워크에 수용된다.

AT M 접속장치는 종래의 시분할 다중화(T DM ) 방식

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그림 1) AT M 네트워크 구성 예

AT M 네트워크에서는 가상 채널(VC)과 가상 경로

(VP)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가상 채널은

가상회선의 최소단위이며, 물리회선에 여러 개의 가

상 채널을 설정하여 여러 개의 데이터가 다중화되도

록 한다. 가상 경로는 가상 채널을 여러 개 묶은 것

이다. AT M은 미리 가상 경로, 가상 채널이라는 가

상의 통신회선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

에 연결형(connection oriented) 통신이라고 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통신회선의 효

율을 추구하고 있다.

1) 기업구내의 LAN 데이터, 호스트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노드로 모은다.

2)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점간의 트래픽을 몇 개의

노드로 집약시킨다.

3) 데이터를 집약한 노드간을 전용선 등의 통신회선

으로 묶는다.

다. AT M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종래는 1)∼3)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T DM이나 프

레임 릴레이 교환기 등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종래

의 방법으로는 LAN간 통신과 같은 burst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경제적으로 송수신하거나, 멀티미디어 데

이터의 취급 등이 어렵고, 대역(帶域)을 전부 사용하

는 것도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상을 흐르는 통신 데이터의 종류에는 크

게 1)“등시적(等時的)”, 2)“비등시적(非等時的)”

데이터 등의 2종류가 있다.

비등시적 데이터란 화일전송이나 LAN간 통신 등

데이터 전송에 있어 실시간 처리성격이 약한 것이지

만, 전송오류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데

이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 등시적 데이터는 등시

적 데이터에 비해 burst성이 높다.

등시적 테이터란 동화상이나 음성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 같은 것이다. 음성이나 동화상 정보는 지연이

나 흐트러짐이 있으면 음성과 화면이 중간중간 끊어

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흐트러짐이란 데이터가 회선

상을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흐르지 않게 되어 수신측

에서 재생시에 음성이나 동화상 정보 등이 올바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등시적 데이터에서는 흐트러짐

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프레임 릴레이나 패킷교

환은 긴 데이터도 짧은 데이터도 한꺼번에 전송한다.

이 때문에 흐트러짐이 크게 되어 버린다. 한편 일정

한 데이터 길이를 갖는 AT M 셀 방식은 규격화된

데이터 길이로 셀을 나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일정

값 이하로 줄어든다(그림 2). 따라서 멀티미디어 통

신에 적합하다. T DM은 최대 전송속도에 맞추어 전

송대역을 나눈다. 다른 데이터가 끼여들지 못하기 때

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데이터가 없을 때도 그 대역은 다른 데이터

의 전송에 사용할 수 없다.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대

역을 놀리게 되므로 비효율적이다.

AT M 방식에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발생할 때에만

대역을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대역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게 된다.

라. AT M 서비스 품질

이 외에도 AT M은 멀티미디어 통신에 적합한 특

징을 갖고 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 전송품질을 설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AT M 및 패킷 스위칭, 프레임

릴레이의 차이점

전송품질은 서비스 분류 또는 QoS (Quality of

Service)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업 네트워크에서 실

제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분류(<표 1> 참고)는

CBR(Constant Bit Rate)과 VBR(Variable Bit Rate)

이다. CBR은 T DM과 동일하게 항상 일정 대역을 할

당하여 둔다. 언제나 비트 스트림이 흐르도록 할 필

요성이 있는 음성 데이터나 동화상 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하다. VBR은 가변속도로 보증 대역을 설정 가

능한 부류이다. 예를 들면 한 대역을 이용하여 호스

트- 단말간 온- 라인 통신과 LAN간 통신을 VBR 전

송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호스트- 단말간 통신

이 없는 경우에는 LAN 데이터가 전 대역을 전부 사

용할 수 있다. 온- 라인 통신이 발생한 때에는 자동적

으로 각각에 대역이 할당되어 진다(그림 3).

(그림 3) AT M 대역폭 제어 예

언제나 회선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

선의 사용효율이 높아 경제적이다. 이외 서비스 분류

는 대역 예약을 하지 않고 동적으로 대역폭을 변화

시키는 ABR이나 best effort형의 UBR 등이 있다.

마. AT M의 제어 정보

AT M 셀은 48 바이트 데이터와 5 바이트의 AT M

헤더로 구성된다. 이 셀 구조는 사용자와 AT M 네트

워크와의 인터페이스점 UNI(User Netw ork

Interface)로 정의된다. 헤더는 GFC(Generic flow

Control), VPI(Virtual Path Indentifier ), VCI(Virtual

Channel Ide ntIfIer ), PT (Payload T ype), CLP (Cell

Loss Priority ), HEC(Header Error Check)로 구성된

다(그림 4).

GFC는 접속 제어용으로 설계되었다. 통상‘0’이

고, 실제 사용한 예는 별로 없다. 가상 경로명(VPI)

과

(그림 4) AT M 셀 형식 예

가상 채널명(VCI)은 다음에 설명하지만, AT M 셀의

다중화와 목적지 식별에 사용한다. PT 는 정보필드에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들어 있는가를 식별하기 위한

필드이고, 구체적으로는 흐름제어용의 RM 셀(자원관

리 cell)이나 후술할 AAL5의 최후 셀 식별에 사용한

다. CLP는 셀이 네트워크에서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CLP =1이면 네트워크상에서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셀, CLP=0이면 버려지지 않는

셀로 설정된다. CLP 설정은 서비스 분류 종류에 의

존한다. HEC는 헤더 오류 제어 필드이다. 헤더 전체

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출하여 1 비트 오류이

면 이것을 정정한다. 1 비트 이상의 오류이면 셀을

폐기한다. 헤더 오류에 따라 본래의 목적지 이외의

곳에 셀이 배달되어 네트워크 내에 오류가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 HEC는 AT M 셀 53바

이트 단락을 검출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바. AT M 적응계층(AT M Adaptation Layer )

데이터를 AT M 셀 화하는 과정에는 AAL(AT M



Adaptation Layer )이라는 구조를 사용한다. AAL이

란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AT M

셀화 전 단계인 48 바이트 크기로 사용자 데이터를

조립/ 분해를 하는 곳이다. AT M 접속장치에 입력된

데이터는 LAN상의 1k 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프레

임, 음성 등 단순한 비트 스트림이다.

AAL (AT M Adaptation Layer )은 다시

CS (Convergence Sublayer )와 SAR (Segmentation

And Reassembly sublayer )로 나뉜다. CS는 데이터

단락의 식별이나 전송 t iming의 재생 등을 하고,

SAR은 원래 데이터를 일련의 AT M 셀군으로 분할

하거나, 조립하거나 한다. 중요한 것은 발신측과 수

신측간에 timing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AT M 셀로 분할/ 조립하는 것이 AAL의 역

할이라는 것이다.

(그림 5) AT M 적응 계층의 구조

<표 2> AAL 종류

AAL에는 전송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4 종류가 있

다(<표 2> 참고). 기업 네트워크에서 현실적으로 사

용될 수 있는 것은 주로 AAL1과 AAL5이다.

AAL1과 AAL5는 서로 AAL에 붙이는 헤더나 꼬

리(trailer )에서 차이가 난다. 헤더나 꼬리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전송하는 실 데이터량도 AAL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전송효율을 계산할 때는 AAL 구

조를 이해해야 한다(그림 5). AAL1은 CBR 전송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로 고정 비트율 동화상을

AT M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하는데 사용한다.

AT M을 의식하지 않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발신측과

수신측이 전용회선으로 연결되어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회선 Emulation」이라고도 불린다. AAL5

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

부류인 VBR의 AAL 이다. LAN간 통신 같은 가변장

표 1. AT 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급의 종류

T able 1. A kind of AT M to support Service Class

Service cla ss 개 요

CBR (Con stant Bit Rate) 고정 비트율
일정한 비트율로 전송한다.

음성이나 통화 등의 실시간 테이터용

VBR (V ariable Bit Rate 가변 비트율

보증 대역을 할당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전송대역을 변화시킨다. 가변율의 통화나

음성 데이터용

ABR (Av ailiable Bit Rate ) 허용 비트율
대역 예약을 하지 않고 동적으로 데이터

의 비트율을 변화시킨다.

UBR (Un specified Bit Rate) 무규정 비트율 대역 보증을 안함

AAL의

종류
개 요

AAL 1
고정비트 스트림용: 음성이나 통화에

이용

AAL 2
가변비트 스트림용: 음성이나 통화에

이용

AAL 3
버스트 데이터용: AAL 레벨에서 다

중화 전송이 가능

AAL 4 버스트 데이터용: 간단해서 실용적



데이터에서, 지연이나 흐트러짐이 별로 문제되지 않

는 데이터를 위한 방식이다. AAL5 특징은 AAL에서

부가된 헤더가 비교적 작으나, 동시에 오류 검출이

확실히 있는 것이다. 기업 네트워크에서 음성, 화상,

LAN간 통신을 전부 AAL5로 하는 경우도 많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실용성이 있는 것이 AAL5 라고 말할

수 있다.

2 . 트래픽 제어와 충돌 제어

AT M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은 통신품

질을 보증하며, 통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방법에는 2종류가 있다.

1) 장애시의 경로 변경

2) 서비스 품질(QoS )의 확보

경로 변경이란 AT M 네트워크에 장애가 일어나도

상호 통신을 하고 있는 최종 사용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즉시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QoS는 AT M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가 송신측에서

상대측에 다다르기까지를 말한다.

가. 경로 변경

일반적인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경로 변경시 우회

경로로 ISDN 회선을 이용한다. 통상 사용하고 있는

회선만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ISDN 회선을

사용하여 통신로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AT M 네트워크에서는 ISDN에 의한 회선 확보 외에

AT M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PNNI(Private Netw ork to Netw ork Interface)이다.

PNNI는 본래 다른 벤더의 AT M 스위치간에 상호

접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AT M의 인터페이스 규정이

다. PNNI는 상호 접속성만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

고, AT M 스위치간을 상호 연결한 회선의 장애나 충

돌(congestion )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최적의 대체 루

트(route)를 찾아낸다.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PNNI를 탑재한

AT M 노드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새로운 전송

로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AT M에 접속해 있는 경우, 사업자 A 네트워크에 장

애가 발생하여 통신할 수 없게 되면, 사업자 B 네트

워크의 경로를 순식간에 선택, 전송로를 변경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상(topology )정보를 교환하고, 대체

루트(route)를 찾아, 새로운 연결을 설정한다.

PNNI는 AT M 스위치의 추가나 이동시 생기는 위

상의 변경을 자동적으로 찾아내고, 관리정보도 자동

갱신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관리가 쉽다. 현재 주요

벤더의 AT M 스위치는 대부분 PNNI를 탑재하고 있

든가, 탑재 예정이다. 금후 AT M 스위치를 선택할

때에는 PNNI의 기능, 또는 동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회선 제어

AT M 네트워크 연결확립 방법에는 SVC와 PVC

가 있다. 현재 SVC는 고정적으로 연결을 설정하지

않고, 통신할 때에만 연결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장

애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피할 수 있고, 필요한 때

에만 연결을 설정하여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사

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중계망을 SVC로 사용하

는 경우에도 사용자 단말과 AT M 접속장치와의 사

이는 PVC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AT M 접속장치와 사용자 단말과의 사이에 SVC 기

능이 없는 경우이다. AT M 접속장치가「soft PVP」

(soft Permanent Virtual Path ) 기능을 갖고 있으면

사용자 단말과는 PVC, WAN에서는 SVC로 통신하

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AT M 스위치나 접속장치의

대다수가 soft PVP를 탑재하고 있다.

다. 서비스 품질(QoS )

서비스 품질 확보는 QoS라는 개념에 의해 표현된

다. 통신에는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데이터와 그렇

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 음성, 동화상은 실시간 처리

가 중요하다. 파일전송 데이터나 트랜잭션 전송 데이

터는 실시간 처리가 그다지 중시되지 않지만, bur st

성이 큰 데이터이다. 여기에서 품질을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

QoS를 표현하는 파라미터에는 통신 데이터의 트래

픽 특성을 표현하는 파라미터와 AT M 네트워크에

요구하는 파라미터 2 종류가 있다(<표 3> 참고). 트

래픽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PCR, SCR,

MCR, MBS , CDVT 이다. 셀 전송률의 최대치가

PCR, 평균치가 SCR, 최소치가 MCR 이다. MBS는

네트워크 내에 들어오는 셀 최대 밀도 CDVT 는 셀

전송 흐트러짐의 허용치이다. 네트워크의 요구 파라

미터에는 CDV , CLR, CT D, CER이 있다. CDV는 흐

트러짐, CLR은 분실률, CT D는 지연, CER은 오류율

을 나타낸다. 이런 QoS 파라미터로 표현되는 서비스

분류(class )로는 CBR, VBR, ABR, UBR 트래픽의 4

종류가 있다(<표 4> 참고). 게다가 VBR에는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는 VBR- RT (Variable Bit Rate- Real

T ime)과 실시간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VBR- NRT



(VBR- Non Real T ime) 2 종류가 있다.

라. 흐름 제어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현재 CBR과 VBR이 가장 잘

사용되고 있지만, 금후 ABR도 중요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ABR은 CBR이나 VBR과 달리, 흐

름 제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상의 대다수

데이터 단말은 네트워크 부하상황에 따라 스스로 송

출하는 데이터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가 비

어 있을 때는 많은 데이터를 송출하고, 혼잡할 때는

데이터의 송출량을 줄인다. 이 기능을 AT M 네트워

크에서 실현한 것이 ABR이다. ABR에서는

RM (Resource Managem ent ) 셀을 사용하여, AT M

네트워크 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송속도의

변경을 단말이나 AT M 스위치에 알려준다. 단말이나

AT M 스위치는 RM 셀 정보에 따라, 데이터 송출량

을 조정한다.

금후 기업용 AT M 네트워크에서 파일 전송 등의

비등시적 트래픽을 취급할 때에는 VBR과 같이 ABR

도 주요한 사용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흐름 제어(flow control): 트래픽 과부하에 따라

네트워크가 지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네트워크내

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것

·RM 셀: 자원(resource) 관리 셀 AT M 헤더

PT (Payload T ype)부분을 [110]으로 설정한 셀 충돌

이 일어나는가, 전송속도를 어느 정도 높일까, 내릴

까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마. 트래픽 제어

QoS 실현에는 실용상 우선 통신하려고 하는 데이

터 특성을 트래픽 파라미터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분류를 할당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

비스 계급에 따라 이용하는 파라미터가 다르다. 파라

미터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각 데이터에 필요이상

의 과잉 통신 품질을 부여한다든지, 역으로 필요이하

표 3. 트래픽 특성과 품질에 관한 파라미터

T able 3. Parameter on T raffic characteristics and quality



의 품질로 통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트래픽의

요구사양이 명확하게되면, 그 요구사양을 만족시키

고, 통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AT M 접속장치와

AT M 망간에 트래픽 제어를 한다.

WAN의 경우는 회선비용이 LAN에 비해 현격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선효율을 높일 수 있을

까가 중요하다. 게다가 이 위에 파라미터를 만족시키

고, 통신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트래픽 제어이다. 트래픽

제어는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즉,

1) 새로운 접속을 현재의 회선자원 상황을 보고 받아

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 2) 접속상

에 흐르는 트래픽이 접속설정시에 약속한 계약에 따

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단계, 3)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면 강제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단계

등이다.

바. 요구 매개 변수

AT M 네트워크에 새로운 단말을 추가한다든지, 단

말을 옮긴다든지 하여 새로운 접속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접속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

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판단수법은 표준화되

어 있지 않고, AT M 기기 벤더 독자 사양인 것이 현

상태이다. 많은 경우는 트래픽량과 망에의 요구 파라

미터로 판단하지만, 각 벤더마다 접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요구로도 연결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있다. 트래픽량은 망에의 평균 접속 유지시간

(연결을 맺고 있는 시간), 평균 셀 전송률(셀 전송률

의 평균치), 최고 셀 전송률(셀 전송률의 최고치), 평

균 bur st 지속시간(셀이 burst적으로 송출되는 평균

시간)으로 표시한다. 망에서의 요구 파라미터는 셀

지연허용치, 셀 흐트러짐 허용치, 셀 분실률, 셀 오류

값이다. 각 파라미터는 사용자가 설정하고, 접속을

맺을 때 AT M 접속장치가 망에 전한다. QoS를 확보

하면서, 동시에 회선효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접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

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 Polling과 Sequencing

연결상에 흐르는 트래픽이 계약대로인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기능을 polling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신고

한 대로 트래픽을 보내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위반한

트래픽의 셀이 AT M 네트워크로 못 들어가게 한다

든지, 또는 들어 왔더라도 낮은 우선 순위로 전송한

다. Polling은 UPC(User Param eter Control)이라고도

불린다.

입력 셀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bucket이 가득차

넘치게 된다. Bucket 크기는 burst 데이터를 어느 정

도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변한다. 넘친 셀은 약속위

반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네트워크 내에 넣지 않으며,

방식에 따라 넘친 셀 취급 방법이 다르다. 이 기능은

AT M 접속장치 내에서 셀을 일단 버퍼에 넣고, 통신

사업자의 AT M 망에 송출할 때에 계약된 속도로 셀

의 송신간격을 조정한다. 이 트래픽 구성기능은 최고

셀 전송률을 내린다든지, 지터(jitter )를 줄인다든지,

burst 지속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지터: 셀의 전송 흐트러짐의 값. 네트워크

내의 전송시간차 때문에 셀 전송시간이 제 멋대

로 되어 셀의 도착간격이 일정하게 안되는 것

을 말한다.

·PAD : padding . AT M셀의 데이터 부분을 48바이

트로 하기 위해 AAL 층에서 dummy로 채우는 것.

아. 회선 사용 효율

AT M은 고정길이 셀을 사용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셀에 어느 만큼의 데이터가 들어 있는가가 전송효율

표 4. 서비스분류(class )와 파라미터의 관계

T able 4. Concern of Service Class and Parameter



향상의 키가 된다. 셀에 어느 만큼 데이터가 들어 있

는가를 packing 효율이라고도 한다.

이전에 설명한 AAL 가운데 어느 방식을 채용하는

가에 따라 전송효율은 다르다. AAL에 붙인 헤더나

꼬리(tr ailer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헤더는

AT M 셀 5 바이트 헤더가 아니고, AAL 층에서 붙

이는 제어용 헤더이다. 실용상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AAL5를 예로 설명한다. AT M 전송효율은 송

신하고자하는 데이터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극단적

으로 효율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그림 6

).

(그림 6) AT M 전송효율(in case of AAL5)

AAL5에서는 송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데이터에

AAL5의 8바이트 꼬리를 더한다. 여기에 전 데이터

가 48바이트 정수배가 되도록 PAD를 붙인 것을 48

바이트씩 짤라, 여기에 5바이트 AT M 헤더를 붙인

다. 이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 길이에 따라 전송효율

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긴 데이터를 송신하는

LAN간 통신이나 파일전송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음성이나 트랜잭션 전송과 같은 짧은 데이터를 송신

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짧

은 데이터를 송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여러개의 연속한 데이터를 묶

어 AAL5 화해서, packing효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3 . 신호방식

AT M 네트워크에서 설정되는 연결에는 SVC와

PVC의 2 종류가 있다. SVC는 전화를 걸 때와같이

연결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AT M 접속장치로부터

AT M 망에 접속요구를 내는 방식으로, PVC는 고정

적으로 연결을 미리 설정하여 두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속방식을 signalling이라 한다. Signalling에는

AAL5 메시지 형식을 사용한다.

SVC에서는 우선, 발신측의 접속장치 A가 목적지

접속장치를 향해 설정신호를 AT M 망을 통해 보내,

접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언한다(그림 7).

(그림 7) 가상회선 연결의 흐름 제어

목적지 B의 주소는 VPI에도 없고, VCI에도 없다.

목적지 B에 대해 미리 정해져있는 유일한 주소를 이

용한다. 예를 들면 목적지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와

같은 것이다. AT M망은 이 요구를 받으면, 목적지 B

가 접속되어 있는 회선에 대해 이번에는 AT M 망과

B와의 사이에 비어 있는 VPI B와 VCI B를 지정하

여 설정(SET UP)신호를 보낸다. 이에 대해 B가 응답

을 한다. AT M망은 A에 대해 B로부터 응답이 있다

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이번에는 AT M 망과 A와의

사이에 비어 있는 VPI A와 VCI A를 지정하여 연결

신호를 보내, 연결을 확립한다. 이때 (VPI A와 VCI

A )와 (VPI B와 VCI B)의 값은 같지 않다. 접속장치

A로부터 나오는 회선의 (VPI A와 VCI A )가 접속장

치 B로부터 나오는 회선의 (VPI B와 VCI B)에 연

결되어있는 것은 AT M망 내의 맵핑(m apping)정보로

저장되어 있다. 연결이 끊기면 사용하고 있던 가상경

로(VP )와 가상채널(VC)을 해제한다. 통신사업자의

AT M 서비스와 사용자가 VP단위로 계약되어 있다

면, 미리 계약된 VP는 고정이고, 비어 있는 가상채널

이 연결될 때마다 선택된다. PVC의 경우는 접속장치

에 전원이 들어오는 시점에 미리 정해진 상대와의

연결을 설정한다. AT M 망은 단순히 가상경로(VP )

제공뿐이고, 그 설정 방법은 접속장치 벤더 고유방식

이 대다수이다.

·설정신호: 연결을 맺을 때에 사용하는 메시지의

하나로 설정신호에는 접속 AAL의 종류, 서비스

clas s , 수신측/ 송신측 AT M 주소 등이 포함된다.

·연결신호: 설정신호에 따라 요구된 연결이 확정

된 것을 통지하는 신호



Ⅲ . A T M LA N/ E의 표준화 기술

1 . A T M LA N / E의 데이터 전달기술

AT M망의 고속성과 QoS를 활용하기 위해 LAN과

기업망의 백본에 적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급성장

으로 AT M 기술들이 IP 트래픽 전달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것은 IP 트

래픽 전달의 성능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성능 개선의 관점에서 LAN/ E의

데이터 전달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초기화(Initialization)

AT M 망을 단순히 IP 트래픽 전달을 위한 고속의

전달망으로 활용하는 모형으로 AT M 망 내에 주소

변환이나 전달경로를 결정해주는 서버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IP 트래픽 전달을 위하여 AT M 망에

아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AT M 망의 QoS 및

멀티캐스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존 이더넷

이나 토큰링 LAN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 없이 AT M

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MAC 프레임을 AT M 망

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는 송신

단말에 이 목적지와 가상 연결을 설정하고 프레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화시 가상

LAN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망 구성 정보를 제공

하는 LECS, MAC 주소에 대응된 AT M 주소를 제공

하는 LES 및 방송 MAC 주소를 가진 프레임을 가상

LAN에 속한 모든 단말로 전달해주는 BUS가 망 내

에 구성되어야 한다(그림 8).

나. 주소 등록(Registration)

기존 이더넷이나 토큰링 LAN 응용 프로그램을 변

경 없이 AT M 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MAC 프레

임을 AT M 망에 전달한다.

다. 주소 변환(Resolution)

AT M 주소와 IP 주소는 서로 다른 계층 주소 영

역을 사용한다. 두 주소간 주소 변환을 위해서는

ARP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AT M 망을 인터넷과 독

립적인 전달망으로 가정함으로 각각의 망을 독립적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 데이터 전달(라우팅)

IP 라우팅 프로토콜이 AT M 망의 라우팅 프로토

콜과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는 AT M 망 위에서 기

존의 입증된 IP 라우팅 프로토콜(RIP , OSPF 등)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기존의 네트워킹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AT M 기술 개발과 라우터 개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

나 기존 IP 라우팅 프로토콜은 완전한 AT M 망 토

폴로지 정보를 알지 못하므로 최적 라우팅 경로를

계산하지 못할 수 있으며, AT M 망의 QoS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림 8) AT M LAN/ E 개념도

2 . A T M LA N / E 의 데이터 처리 모형

AT M 적응계층과 상위 네트워크 프로토콜 계층

사이에 IEEE802.3, 802.5 MAC 계층을 emulation하

여 상위계층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통신할 수 있도

록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 연결성 프레임 전송

2) 한 노드에서 여러 노드로 전송하는 방송 기능

채택

3) 하드웨어 벤더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MAC

주소 체계 사용

3 . A T M LA N / E의 문제점 분석

가. 서버 고장의 취약성

기존의 이더넷, 토큰 링 등에서 LAN 응용 프로그

램 변경 없이 MAC 프레임을 AT M 망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초기화시 LAN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망 구성정보를 LECS, LES, BUS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서버의 중단 및 성능 지연은 전체 LAN

의 중단 및 성능 지연을 의미한다.

나. ELAN간 연결의 성능 저하

ELAN간 연결을 위해 전통적인 라우터가 필요하

다. 따라서 라우터의 AT M 연결에서 병목현상이 발

생할 수 있다. 하나의 ELAN에 연결되는 AT M 단말

이 증가할수록 기존 라우터에 의한 성능 저하는 커

질 것이다. 또 AT M 단말이 라우터와 가상 연결

(VC)을 맺고 라우터는 목적지 단말과 다시 가상 연

결을 맺어야 하므로 연결 설정에 필요한 시간이 낭

비된다.

다. 확장성

현재의 LANE (1.0)는 다수 VLAN (ELAN)에서의

트래픽이 하나의 VC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 정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VLAN (ELAN)의 숫자가 늘

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가상채널 연결은

연결 설정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는 트래픽 전송 외

의 지연시간이 된다.

라. MAC 주소 변환 오버헤드

단말의 3 계층 프로토콜이 QoS 기능을 제공하더라

도 LANE는 MAC Level에서 동작하므로 AT M의

QoS 지원을 사용할 수 없다. 하나의 ELAN에 속한

단말들은 동일한 크기의 프레임(MT U)을 사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더넷과 AT M 단말이 동시에 접속

된 ELAN에서는 AT M 단말도 이더넷 MT U인 1514

옥텟(octet )을 MT U 크기로 사용해야만 한다.

마. QoS 지원의 한계

다양한 트래픽을 구별하지 못한다. 즉 우선 순위의

흐름(영업지시 등), 지연에 매우 민감한 것(비디오 스

트림 등) 등은 낮은 순위(파일 전송 등)의 데이터 흐

름 뒤에 갇혀 있을 수 있다.

Ⅳ . A T M LA N/ E의 개선방향

1 . 서버의 이중화

AT M LAN/ E는 서버 기반의 망관리 방법이므로

서버의 성능은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이라 볼 수 있

다. 따라서 AT M의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의

이중화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9).

(그림 9) 이중 LAN/ E server 운영 예

2 . 워크그룹 지정 - 서버 장애 영향의 최소화

네트워크의 최초 구성시 기업환경의 위치적, 업무

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그룹화(sub- group)함으로써

서버 장애시 업무단위(w ork group)의 장애영향을 차

단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가 중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10) 워크그룹 단위 예

즉, 소그룹 B에서 LAN/ E 서버의 장애 발생시 소

그룹 A의 LAN/ E 서버의 정보를 통하여 통신 복구

가 가능하거나 또는 소그룹 B 단위의 장애에 국한

될 수 있다.

3 . 경로 선택 방법의 재고

동적 경로 선택 방법(dynamic routing path)은 하

드웨어 처리기술의 고성능화로 경로 결정 시간의 단

축을 이루었으나 네트워크 구성이 복잡하고 경로선

택 경우의 수가 다수인 경우 여러 가지 불리한 장애

요소가 존재한다. 즉, 서버는 항상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상태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부하를

유발하고 진단 및 복구의 판단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노드의 수, 확

장성, 네트워크 위상(t opology)의 형태에 따라 정적인



경로 선택 방법(static routing path)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그림 11).

(그림 11) 우회 경로 선택 예

4 . LA N E V 2 .0 검토

LANE 2.0은 AT M 백본상에서 전통적 LAN 데이

터(Legacy data)를 위한 최상급의 통신 통로를 제공

한다. LANE 2.0은 다중방송 대역폭을 보호하는데 도

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상 연결 위에 다중화가 가능

하도록 한다. 또한 LANE 2.0은 AT M에 의해 정의된

다양한 QoS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변경 사

항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 SNA 트래픽, LAN 소프

트웨어 전자우편 등의 도착시 LEC는 각각에 서비스

수준과 큐를 지정한다. 그런데, 그들의 QoS 수준에

근거하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하지만 아직 해결

하지 못한 몇 가지가 있다. LANE와 다른 서비스 사

이의 연결(LNNI) 서비스 부분이 아직 미완성이다.

Ⅴ. 실 예를 통한 개선방향

1 . 초기 네트워크 구성

가. 개요(그림 12)

① 동적 경로 선택 방법 정의

② 이중 케이블 접속

③ 이중 통신 서버(Dual LES) 운용

나. 문제점

① 경계 노드(border node) 장애시의 영향 과다

② 장애 발생시 AT M 경로 결정(routing path)의

추적 불가

③ 정상적 이중화(redundancy ) 기능 작동 확인

불능

④ IP 접속 응답 속도 예측 불능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tcp 시도 시간 초과로

인한 접속 단절

(그림 12) 개선전 AT M 네트워크 구성 예

2 . 개선 후 네트워크 구성

가. 개요(그림 13)

① 고정 연결 경로 적용(statical path rule)

② 이중 별형 위상 구조(dual star topology )

③ 이중 통신 서버(lecs , les ) 운용

④ 3개의 서브 그룹으로 재구성

나. 개선 효과

① 서버 이중화로 네트워크 전체 장애 사전 방지

② 복구시간 개선 - 23 sec.

③ 경계점(border node)의 이중화로 단위지역

(sub- group)별 전체 장애 해결

④ 장애시 연결경로(ROUT ING PAT H )의 추적 및

분석 가능

<그림 13> 개선 후 AT M 네트워크 구성 예

Ⅵ. 결 론

1 . 고찰

기업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의 백

본 네트워크를 초고속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것이 일

반적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기업 네트워

크 환경에서 AT M LAN/ E 전송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네트워크 구성시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통신 서버의 이중화



- 경로 선택 방법 재고

- 워크그룹 단위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의 종류가 크게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무리한 투자를 통한 개선보

다는 투자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AT M LAN/ E 전송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 향후 추진과제

가. 재해관리 및 안정화

지금까지 기술한 검토내용을 참고로 하여 AT M

LAN/ E의 운영 안정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네트

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그 트래픽 추세에 따라 전송기술 및 경로 선택

방법 등의 전략 수립, risk 관리, 복구 대책 수립 등

이 필요할 것이다.

나. AT M 확장시 도입전략 확보

상용화된 제품의 출시 경향, AT M 전송기술 표준

화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MPOA 전송기술이 자리

를 잡아가는 듯하다. 따라서 기존 환경의 보완,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 더욱 안정적이고

성능대비 비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송기술 채

택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약어표]
ABR : Available Bit Rate
BUS: Broadcast and Unknown Server
CBR : Constant Bit Rate
CDVT: Cell Delay Variation Tolerance
CDV : Cell Delay Rate
CER : Cell Error Rate
CLP: Cell Loss Priority
CLR : Cell Loss Rate
CLT: Cell Loss Rate
CLP: Cell Loss Priority
CPI: Common Path Indicator
CRC: Cyclic Redundancy Check
CSI: Convergence Sublayer Indicator
CTD : Cell Transmission Delay
ELAN : Emulated LAN
GFC: Generic Flow Control
HEC: Header Error Check

LAN : Local Area Network
LEC: LAN Emulation Client
LECS: LAN Emulation Configuration Server
LES: LAN Emulation Server
LNNI: LAN Emulation Network to Network
Interface
MAC: Medium Access Control
MBS: Maximum Burst Size
MCR: Maximum Cell Rate
MPOA: Multiprotocol Over ATM
MTU : Maximum Transmission Unit
OSPF: Open Shortest Path First
PAD : Padding
PCR : Peak Cell Rate
PNNI: Private Network to Network Interface
PT: Payload
PVC: Permanent Virtual Circuit
RIP :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RM : Resource Management
SAR-SDU : ?
SN : Sequence Number
SNA: System Network Architecture
SNP: Sequence Number Protection
SVC: Switched Virtual Circuit
TDMA :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UBR : Unspecified Bit Rate
UNI: User Network Interface
UU : User to User Information
VBR : Variable Bit Rate
VBR-NRT: VBR-Non Real Time
VBR-RT: Variable Bit Rate-Real Time
VC: Virtual Channel
VCI: Virtual Channel Identifier
VLAN : Virtual LAN
VP: Virtual Path
VPI: Virtual Path Identifier
WAN : Wide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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