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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모든 대역을 하나의 응용에 할당하는 종래의

전송 모드와 달리 ATM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

양한 QoS를 제공한다. QoS 요구사항에 따라

ATM 망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Constant Bit

Rate(CBR), Variable Bit Rate(VBR), Available

Bit Rate(ABR), Unspecified Bit Rate(UBR) 및

Guaranteed Frame Rate(GFR) 등이 있다. 이러

한 서비스들은 미리 정의된 규칙에 따라 망 자원

을 공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모든 연결이 요구

하는 충분한 대역을 제공할 수 없다. 대부분의 데

이터 통신 응용은 자신의 대역을 미리 정의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활성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

용 대역을 동적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서비스가 요

구된다.

ATM 망에서 QoS 협상과 혼잡 제어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ATM 망에서 제공하는 서비

스는 크게 실시간 트래픽과 비실시간 트래픽으로

분류하며, 비 실시간 트래픽은 지연에 민감하지

않은 응용에 사용되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들이

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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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ATM 교환기에서 비실시간 트래픽를 수용하기 위한 버퍼 관리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ATM 교환기는 고속으로 교환하지만 트래픽이 많을 경우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실시

간 트래픽을 제어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을 제공해야 한

다. TCP는 대표적인 비실시간 트래픽으로서 교환 및 전송중에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양 종단의

TCP에서 재전송 및 TCP 흐름 제어를 한다. 본 고에서는 ATM 교환기에서 제한된 버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버퍼 부족현상이 예견되는 경우 패킷 폐기 정책에 따라 패킷을 폐기함으로써 TCP 계

층에서의 처리량(goodput)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다중점대점 연결을 제공하는 가

상채널 병합(VC merging)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ATM 교환기의 버퍼 요구사항과 지연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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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교환기는 제한된 망 자원을 이용하여 트

래픽 특성과 QoS 요구사항이 다른 다양한 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TM 망을 효율

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ATM 교환기는 큰 버퍼

를 구비하여 비실시간 트래픽을 일시적으로 저장

하였다가 우선 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링

크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ATM 교

환기의 버퍼를 무한히 크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비실시간 트래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한

히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버퍼를 무한히 크게 하

여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

실시간 트래픽은 TCP와 같이 상위계층에서 에러

를 검출하여 재전송하므로 ATM 계층에서 셀 손

실이 발생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

다. TCP는 망의 혼잡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흐

름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에

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고의로 패킷을 폐기하여

상위계층의 성능인 처리량을 저하시키지 않은 트

래픽 제어 방법이 요구된다[3 – 6].

ATM 교환기는 제한된 버퍼를 효율적으로 이

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트래픽의 모든 연결간에 공

평하게 서비스해야 하며, 서비스 클래스가 다른

연결에 대해서는 서비스 클래스간 우선 순위를 갖

도록 한다. 이러한 버퍼 이용률과 공평성을 제공

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버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셀을 폐기한다. 셀 폐기 시 패킷 단위로 폐기

하여 상위계층의 처리량을 고려한 EPD(Early

Packet Discard), SPD(Selective Packet Dis-

card) 등의 방법이 있다[7 – 10].

또 다중점대점 통신을 위해서 ATM 교환기는

VC 병합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VC 병합지점에서

추가적인 버퍼와 지연이 증가되지만 VC 연결 수

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17].

본 고에서는 먼저 망 혼잡에 대한 TCP 흐름

제어와 ITU-T, ATM Forum, IETF에서 권고한

ATM 서비스의 QoS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각각의 QoS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

한 ATM 교환기에서의 버퍼 관리 방법을 검토하

였다. 또 다중점대점 연결을 제공하는 VC 병합을

위한 버퍼 관리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II. TCP 흐름 제어

1.  S low Sta r t  and Congest ion Avoid-

ance

TCP는 흐름 제어를 위하여 윈도 기반 프로토

콜을 사용한다. 송신측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세그먼트를 망으로 전송할 것인가를 제어하

는 가변 혼잡 윈도(CWND)를 관리하며, 수신측은

얼마나 많은 세그먼트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송신

측에 알려주기 위한 수신 윈도(RCVWND)를 관

리한다. 처음 TCP 연결이 설정되면 CWND는 1

로 설정하며 수신측으로부터 응답(acknowledge)

을 수신할 때마다 1 세그먼트씩 증가하여 RCV

WND 혹은 최대 CWND가 될 때까지 증가한다(즉,

min{RCVWND, max(CWND)}). 전송 초기단계

에서 송신측은 수신측의 윈도만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의 패킷을 전송하여 보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이 번에는 두 개의 패킷을 전

송한다. 이 두 개의 패킷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면

다음에는 네 개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이처럼

수신측의 버퍼 용량뿐만 아니라 현재의 망 혼잡상

태를 탐지하면서 서서히 전송 패킷을 증가시켜 가

는 것을 slow start라고 한다. Slow start에서는

CWND가 왕복 시간(Round Trip Time: RTT)

마다 2배씩 증가하므로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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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하나의 세그먼트를 잃어버린 경우, 수신측은

뒤따르는 세그먼트를 수신할 때마다 중복된 응답

(duplicate acknowledge)을 전송한다. 송신측은

응답을 수신하지 못한 마지막 패킷의 재전송 타이

머를 관리한다. 만약 타이머가 종료될 때까지 응

답을 받지 못하면, 송신측 TCP는 망이 혼잡상태

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망의 트래

픽을 줄이는 조치들이 수행된다. 패킷 손실이 타

임 아웃에 의한 것이라면 송신 TCP는 세그먼트

크기 임계치(SSTHRESH)를 CWND의 1/2로 설

정하고, CWND를 리셋한다. 그리고 송신측은 손

실된 패킷을 재전송한다. CWND는 1로부터 시작

하여 SSTHRESH에 도달할 때까지 새로운 응답

이 도착할 때마다 1씩 증가한다(slow start 재시

작). 그 후 CWND는 매 왕복 지연시간마다 1씩

증가하게 되며, 응답이 도착할 때마다 아래와 같

이 증가된다.

8

SegSize

CWND

SegSizeSegSize
CWNDCWND +×+=

여기서 SegSize  = 세그먼트 크기

그 결과는 CWND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

며 이를 혼잡 회피(congestion avoidance) 상태

라고 한다.  (그림 1)은 전형적인 TCP slow start

와 혼잡 회피 상태를 나타낸다.

2. FRR Avoidance

TCP에서 사용하는 타이머의 단위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500 msec를 사용하여

RTT를 계산한다.

그 결과 TCP 연결이 패킷 손실에 대한 타이머

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패킷을 전송하지 못하고 대

기함으로써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 대기시간 동안

손실된 패킷을 재전송하거나 새로운 패킷을 전송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 번 타임 아웃이 발생하면

CWND를 1로 설정하므로 가용 링크의 속도까지

증가하는 데 몇 개의 RTT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

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립된 세그먼트

손실로부터 빠른 복구를 위하여 Fast Retrans-

mission and Recovery(FRR)가 제안되었다[11].

수신 TCP가 순서에 맞지 않은 세그먼트를 수

신하면 송신측으로 즉시 중복된 응답을 전송한다.

송신 TCP가 연속 3개의 중복된 응답을 수신하면

그 응답에 해당하는 세그먼트가 손실된 것으로 가

정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다른 동작이 필요하다.

즉, 송신측은 SSTHRESH를 CWND의 1/2로 줄

이고 손실된 패킷을 즉시 재전송하며, 초기 CW

ND를 SSTHRESH와 3개의 세그먼트 크기의 합

으로 저장한다. 중복된 응답을 받은 세그먼트에

대하여 송신측은 CWND를 1씩 증가시키고 새로

운 패킷을 전송한다. 그 결과 송신측은 빠른 재전

송(fast retransmission) 동안 연결 파이프를 1/2

로 유지한다. 손실된 세그먼트를 재전송 후 약 1

CWND

CWND/2

1
Slow 
Start Ack 대기 

Slow 
Start

Congetion
Avoidance

Timeout

Time

(그림 1) TCP Slow Start and Congestion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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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CP Fast Retransmit and Recovery

CWND

1

Slow 
Start

1st Fast
Retrans.

2nd Fast 
Retrans.

Timeout

CWND/2

Slow
Start

Time

(그림 3) TCP Selective Acknowledgement

CWND

CWND/2

1

Slow 
Start

재전송
Fast 

Recovery

Time

왕복 지연시간 동안 망이 정상상태로 회복되었다

면 정상적인 응답을 수신하게 된다. 이때 CWND

를 1로 설정하고 CWND가 SSTHRESH까지 증

가할 때까지 slow start를 다시 시작하는 대신

TCP는 CWND를 SSTHRESH로 바로 설정하고

혼잡을 회피한다. 이러한 과정을 빠른 복구(fast

recovery)라고 한다. (그림 2)는 2개의 빠른 재전

송의 경우를 나타낸다.

3. SACK

FRR은 단지 분산된 손실에 대하여 재전송이

잘 동작한다. 만약 짧은 시간 동안 몇 개의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FRR의 성능은 저하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인 선택적 응답(selective ac-

knowledgement: SACK)[12]은 다수의 패킷 손

실에 대해서도 잘 동작한다. SACK TCP 응답은

수신측에서 수신한 세그먼트의 추가적인 정보를

가진다. 수신측으로부터 중복된 SACK이 수신되

면 송신 TCP는 수신측에서 수신하지 못한 세그

먼트에 대한 정보를 다시 구성하여 전달한다.

송신측이 3개의 중복된 응답을 수신하면 송신

측은 첫번째 손실된 세그먼트를 재전송하며 중복

된 응답을 받을 때마다 CWND를 하나씩 증가한

다. 그 후 다른 세그먼트를 송신할 때마다 이것은

새로운 세그먼트를 보내기 앞서 손실된 세그먼트

를 재전송하기 위하여 SACK 정보를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송신측은 약 1 왕복 지연시간 후 다수

의 손실된 세그먼트를 복구할 수 있다. (그림 3)은

SACK 예를 보여주고 있다.

III. ATM 계층의 서비스 분류

현재 ITU-T에서는 ATM 전달 능력(ATM

Transfer Capability: ATC)을 Deterministic Bit

Rate(DBR), Statistical Bit Rate(SBR), ABT

(ATM Block Transfer), ABR, UBR 및 GFR 서비

스로 분류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Controlled

Transfer(CT) 서비스가 논의중에 있다. 한편

ATM Forum에서는 ATM 계층 서비스를 CBR,

real time Variable Bit Rate(rt –  VBR), non –

real time Variable Bit Rate(nrt – VBR), ABR,

UBR 및 GFR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클

래스 분류는 망으로부터 제공되는 QoS를 각 연결

이 필요한 만큼 요구하여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여 전체적으로 ATM 망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서비스별 속성은 <표 1>과 같으며, C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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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t – VBR은 실시간 트래픽이며 나머지는 비실

시간 트래픽이다. 실시간 트래픽은 망에서 대역과

버퍼를 충분히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실시간 트래픽은 먼저 버퍼에 저장된 후 교환기

및 해당 링크의 트래픽 상태에 따라 실시간 트래픽

에 비하여 낮은 우선 순위로 서비스 된다.

ABR 서비스는 ATM 망의 트래픽 상태에 따라

ABR 송신원의 트래픽 속도를 제어하여 실시간

서비스의 QoS를 저하시키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즉, 트래픽 상태를 ABR 송신원과 수

신원에 전달하여 망의 트래픽이 많으면 ABR 송

신원에서 출력되는 트래픽을 줄이고, 망의 여유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증가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진

피드백 방법과 ER(Explicit Rate) 피드백 방법이

있다. 이진 피드백 방법은 망에 혼잡이 발생하였

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EFCI(Explicit For-

ward Congestion Indication) 비트를 설정하여

ABR 송신원으로 전달하여 트래픽을 제어하며,

ER 피드백 방법은 주기적인 자원 관리 셀의 ER

필드에 망에서 제공 가능한 대역을 명시적으로 표

기하여 제어한다.

UBR 서비스는 트래픽 파라미터로서 최대 셀

속도(Peak Cell Rate: PCR) 및 셀 지연 변이 허용

한도(Cell Delay Variation Tolerance: CDVT)를

가지며 QoS 파라미터 및 피드백 제어기능은 없다.

이 서비스는 망의 트래픽 상태에 따라 셀이 폐기

될 수 있으며, 트래픽 제어는 TCP 흐름 제어와

같이 양 종단간 상위 프로토콜에 의하여 제어된다.

GFR 서비스는 VBR 서비스에 최소 대역폭을 보

장하여 ATM 기술의 이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재안되었다. GFR 서비스는 교

환기에서 수신한 프레임이 최대 프레임 크기

(Maximum Frame Size: MFS)를 넘지 않고, 최

대 버스트 크기(Maximum Burst Size: MBS)를

넘지 않을 경우 최소 전송률(Minimum Cell Rate:

MCR)을 제공한다. 그 이상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이를 비실시간 트래픽간에

공평히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15,16].

이외에 IETF에서 권고되었고 ATM Forum

PNNI v2.0에서 논의중인 다중점대점 연결을 제

공하기 위한 VC 병합이 있다. VC 병합은 N개의

라우터간 상호 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N2개의

점대점 연결 수를 N개의 다중점대점 연결로 제공

할 수 있어 연결 수를 크게 절약한다.

IV. ATM 교환기의 버퍼 요구사항

ATM 교환기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각 연

결간 공평성(fairness)과 서비스간 우선 순위를

제공해 주며, 상위 계층에서 유효한 데이터 전송

률인 처리량과 링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버퍼

링과 스케쥴링이 필요하다. 상위계층은 인터넷 패

킷(IP)과 같이 프레임 단위로 전달되는 경우 하나

<표 1> ATM 서비스 클래스별 속성[12]

ATM 계층 서비스 클래스
속성

CBR rt–VBR nrt–VBR UBR ABR GFR

PCR&CDVT O O
*2

O O

SCR, MBS

CDVT
N/A O N/A

MCR N/A N/A O N/A

트래픽

파라미터

MCR, MBS,

CDVT, MFS
N/A O

p – t – p CDV O X

MaxCTD O X
QoS

파라미터
CLR O X *1 *3

기타 피드백 X O X

O :  명 시            X : 명 시 하 지 않 음            N/A : Not Applicable

* 1: 낮 은 CLR 요 구

* 2: CAC 및 UPC 의 제 한 을 받 지 않 아 도 됨.

* 3: 최 소 대 역 폭 은 낮 은 CLR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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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셀 손실이 있는 프레임은 전체 프레임을

재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 파라미터 제어에

의한 프레임 폐기 혹은 버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셀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프레임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프레임 폐기 방법으로는

EPD(Early Packet Discard)와 부분 패킷 폐기

(Partial Packet Discard: PPD) 등이 있다. EPD

는 낮은 버퍼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이 시

작되는 프레임을 폐기하는 방법이며, PPD는 보

다 높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이 시작되는

프레임뿐만 아니라 현재 수신되고 있는 프레임도

폐기하는 방법이다.

또, 버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의

의 연결이 버퍼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

결별 큐잉(per – VC queuing), 출력 링크 단위로

버퍼를 할당하는 링크별 큐잉(per – link queu-

ing), 서비스 클래스별로 버퍼를 관리하는 클래스

별 큐잉(per – class queuing) 등의 방법으로 버

퍼를 관리한다. ATM 교환기에서 트래픽을 제어

하기 위한 버퍼 관리 및 스케쥴링은 교환기 구조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TCP 성능 파라미터

ATM 망에서 비 실시간 트래픽은 지연에 민감

하지 않은 응용에 사용되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들이다. ATM 망에서 제공되는 TCP 성능은 효율

과 공평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  효율

TCP 효율(efficiency)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효율 = 전체 TCP 처리량 / 최대 가용 TCP 처리량

TCP 처리량은 수신 TCP 계층에서 측정되며

전체 측정시간에 대한 응용계층으로 전달된 전체

바이트 비율로 정의한다. 전송을 위한 오버헤드

때문에 TCP 처리량은 링크 대역보다 낮다. 예를

들면 155.520 Mbps의 대역을 갖는 STM-1 링

크에 세그먼트 크기가 512 바이트인 TCP에 대한

ATM 계층의 오버헤드를 계산하면

512 바이트 데이터

+ 20 바이트 TCP 헤더

+ 20 바이트 IP 헤더

+ 8 바이트 LLC 헤더

+ 8 바이트 AAL5 트레일러

= 568 바이트

이는 12 개의 ATM 셀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TCP 세그먼트는 ATM 계층에서 12  × 53 = 636

바이트가 된다. 이러한 구성으로 최대 처리량은

512/636 = 80.5% 혹은 125.2 Mbps가 된다.

나.  공평성

공평성(fairnes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공평

성 지수(fairness index)로 평가한다.

∑
∑

=

=

×
= n

i i

n

i i

xn

x

1

2

1

2)(
indexFairness

여기서 ix i = 번째 TCP 의 처리량, n  = TCP 수

동시에 다수의 연결이 동일 링크를 나누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처리량 혹은 효율뿐만 아니라 연결

간 공평성도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이다. 동일 클래

스의 연결들간에 공평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max_min fair share 방법을 사용한다.

2. 패킷 폐기 방법

ATM 교환기가 충분히 큰 버퍼를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유한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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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버퍼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트래픽이 증

가하면 버퍼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다. 또 버퍼가

크면 지연이 크게 된다. 비실시간 트래픽은 망에

서 지연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

서 ATM 교환기는 일정한 크기의 버퍼를 가지고

망의 혼잡이 예상되거나 망이 혼잡상태에 도달하

면 우선 순위가 낮은 서비스부터 폐기하여 여타

트래픽의 QoS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패킷

폐기 방법이 제안되었다.

가.  셀 폐기 위치

버퍼 고갈 상태에서 새로운 셀이 추가로 입력

되면 그만큼의 셀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이

입력되는 셀을 폐기하는 것을 Tail Drop(TD)이라

고 하며, 먼저 들어온 셀 즉 처음 서비스 받을 셀을

폐기하는 것을 앞부분 폐기(drop from front) 라

고 한다. TD 방법은 스위치 버퍼가 가득 찼을 경

우 새로이 도착하는 셀을 폐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현재 버퍼에 가득찬 패킷이 전부 서비스 된

후에 상위 계층인 TCP에서 패킷 폐기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TCP 흐름 제어가 그만큼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AAL5에서 마지막 패킷을 표

기하는 EOM(End - of - Message)셀이 폐기되는

경우 두 개의 패킷이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와

CRC 검사에서 오류로 판정되어 결국 두 개의 패

킷을 재전송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앞부분 폐기 방법은 TCP의 빠른

재전송을 활용하기 위하여 버퍼가 가득 찬 경우

새로운 셀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도착한 셀(가장

먼저 서비스 받을 셀)부터 폐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버퍼의 앞 부분 셀을 폐기함으로써 TCP

는 패킷 손실을 그 만큼 빨리 인지하고, 윈도 크기

를 1/2로 줄이며, 1/2 RTT 동안 패킷 전송을 중

단한다. 송신측 TCP는 초기 혼잡을 인지하고

FRR을 수행한다. 발생원으로부터 흐름 제어에 따

라 교환기의 버퍼는 정상으로 복구되므로 TD 방

식에 비하여 처리량이 버퍼 크기에 따라 크게 증

가된다.

나.  선 폐기(Early discard) 방법

버퍼가 가득 차기 전에 고갈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패킷 단위로 폐기함으로써 상위 계층의 처

리량을 만족시키고 다른 연결의 QoS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RED(Random Early Discard)와

EPD 방법이 있다. RED 방법은 버퍼가 일정 임계

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정도에 비례하는 확

률을 갖고 폐기하는 방법이며, EPD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새로이 입력되는 패킷에 대하여 패

킷 단위로 폐기하는 방법이다. PPD 방법은 하나

의 셀이 폐기되는 경우 상위계층에서 그 패킷의

나머지 셀들을 폐기하는 방법이며, EPD는 버퍼

의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상위 계층에서 하나의

완전한 패킷을 폐기하는 방법이다.

EPD에서 중요한 것은 패킷 폐기를 위한 임계

치 설정 문제이다. 임계치를 버퍼 크기에 가깝게

하면 버퍼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만 많은 패킷 폐

기와 재전송이 따른다. 반면 임계치를 버퍼 크기

에 비하여 너무 작게 하면 PPD로 폐기되는 셀은

적으나 버퍼 이용률은 낮다. 임계치 설정은 일반

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하나는 전체 버퍼

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버퍼

크기를 BS라고 하면 임계치 Th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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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 max { 0.8, [BS - 3 세그먼트]/BS }

이 방법은 보수적인 방법으로서 80%는 버퍼

크기가 50k인 경우 적합하며, 버퍼 크기가 500k

인 경우 100k가 낭비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일

정 크기의 버퍼를 확보해 두는 방법이다. 이는 다

시 고정 크기 방식과 활성 연결 수를 고려한 가변

크기 방식이 있다. 활성 연결 수 k에 따른 임계치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Th = BS - MSS × k

임계치는 최악의 조건인 최대 세그먼트 크기(MSS)

인 패킷이 입력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버

퍼 크기이다. EPD는 처리율은 개선하지만 공평성

을 개선하지 못한다.

다. SPD

임의의 연결에 패킷 폐기가 발생하면 그 연결

은 CWND를 줄이게 되고 다른 연결은 CWND를

증가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도 있으므로 연결간 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으로 선택적 패킷 폐기 방법(Selective Packet

Dropping: SPD)[13]이 제안되었다. 이는 연결별

큐 기반 패킷 폐기 방법이라고도 한다. SPD의 기

본 개념은 버퍼를 사용하는 각 연결별 셀을 계산

하여 관리한다. 버퍼에 하나 이상의 셀이 있는 연

결을 활성 VC라고 한다. 공평한 할당은 현재의

버퍼 점유율을 활성 연결 수로 나누어 공평하게

할당 한다. 버퍼 점유율을 X라고 하고, 활성 연결

수를 Na라고 하자. 이때 공평 할당(fair alloca-

tion)은

Fair allocation = X / Na

공평 할당에 대한 임의의 연결의 셀 수에 대한

비율이 그 연결이 버퍼 오버플로우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공평 할당을 초과하는

비율이다. Yi 를 버퍼에서 연결 i 의 셀 수라고 하

면, 연결 i 의 부하 비율은

연결 i 의 부하 비율 = Yi × Nz / X

만약 임의의 연결에 대한 부하 비율이 파라미

터 Z를 초과한다면, Z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패킷

보다 먼저 폐기한다. (그림 4)는 SPD 버퍼 관리를

나타낸다.  K는 버퍼 크기를 나타내며, R은 최소

임계치를, 그리고 X는 버퍼 점유율을 나타낸다.

버퍼에서 연결 j의 셀 수를 Qj, 버퍼의 셀 수를

Q, 임계치를 Th, 제어 파라미터를 K라고 하면,

연결별 큐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연결 j의 셀이 도착하는 경우

if the cell is the first cell of a packet

calculate Th  = K × Q/N

if Q > = Th and Qj > = Th

discard the cell

else

accept the cell into the FIFO queue

Qj = Qj +1

else

if anycell of packet has been discarded

discard the cell

else

if Q > = Qmax

(그림 4) SPD 및 FBA

K R X 0

선택적 패킷 폐기 패킷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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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ard the cell

else

accept the cell into the FIFO queue

Qj = Qj +1

SPD는 버퍼가 커짐에 따라 공평성과 버퍼 효

율이 높아지며, 연결 수가 많아지면 공평성이 낮

아진다.

라. FBA

또 다른 패킷 폐기 방법으로는 Fair Buffer

Allocation(FBA)[14]가 있으며, 이를 또 연결별

큐잉이라고도 한다. 패킷 폐기 여부는 연결의 부

하비와 파라미터 Z로부터 선형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된다. SPD와 같이 파라미터를 정의하면 다음

과 같은 경우 폐기한다.

(X > R) and (Yi  × Na / X > Z (K – R) / (X –

R))

즉, 현재의 버퍼 점유율 X가 최소 임계치 R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새로 입력되는 모든 패킷이 폐

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평한 할당치를 초과하

는 경우 위 식에서 부하 비율을 결정한다.  X / Na

는 각 VC에 대한 공평 할당의 척도로 사용되고 Z

× ((K − R) / (X − R))은 그 버퍼의 폐기를 위한 임

계치이다. 만약 현재 버퍼에 저장된 셀 수 Yi  가 동

적 임계치에 대하여 공평 할당 (X / Na)보다 크다

면 그 연결에 입력되는 새로운 패킷은 폐기된다.

연결 j의 셀이 도착하는 경우

if the cell is the first cell of a packet

calculate Th  = K × Q  / N
if Q > = Th and Qj > = Th

discard the cell

else

accept the cell into the VCj’s queue

Qj = Qj +1

Else

if any cell of a packet has been discarded

discard the cell

else

if Q > = Qmax

discard the cell

else

accept the cell into the VCj’s queue

Qj = Qj +1

마.  검토 결과

지금까지 패킷 폐기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정

리하면 초기에는 패킷 폐기 전략 없이 큰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으나 ATM 트래픽 특성상 무

한히 큰 버퍼가 요구되므로 실제적으로 구현 불가

능하다. 따라서 제한된 버퍼를 효율적으로 운용하

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QoS를 제공하기 위한 버퍼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버퍼가 가득 찼을 경우 새

로이 입력되는 셀을 폐기하는 TD 방법은 TCP

성능을 저하시켰으며, 패킷 폐기 시 앞부분의 패

킷부터 폐기하는 앞부분 폐기 방법은 TCP의 빠

른 재전송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TD 방법에

비하여 처리량을 개선하였다. 버퍼가 가득 차기

전에 패킷 단위로 폐기하는 EPD 방법은 TD 방법

에 비하여 처리량이 개선되며, 상위 계층에서

PPD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계치를 설정하여 TCP

의 처리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소개한 방법은 공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SPD +EPD 방법은 처리율과 공평성을 증대할 수

있다. 연결별 버퍼를 관리하는 FBA +EPD 방법

은 SPD +EPD 방법보다 공평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를 구현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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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단 시스템

TCP FRR은 지연이 큰 WAN에서 효율이 저하

되는데, 이는 WAN 의 경우 혼잡으로 발생되는 패

킷 손실은 복수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FFR은 복

수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복구하지 못하고 slow

start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 LAN 환경에

서는 TCP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연이

적은 환경에서 복수 패킷 손실은 훨씬 작기 때문

이다. FFR에 EPD를 구현하면 공평성과 효율이

모두 개선된다. SACK TCP는 대부분의 경우

slow start TCP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다. LAN에

서 셀 폐기 방법은 매우 중요하며 SACK의 성능

을 좌우한다. WAN에서 SACK에 의한 처리율 개

선은 크지 않은 편이다. SACK TCP의 성능은

EPD에 의하여 개선된다.

2) 버퍼 요구사항

스위치가 무한히 큰 버퍼를 가지고 있다고 하

더라도 TCP의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높

은 성능을 위해서는 필요한 버퍼 크기를 스위치가

구비하여야 한다. 만약 버퍼가 너무 작다면 셀 손

실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TCP 흐름 제어에

의해 윈도 크기가 줄어든다. 따라서 너무 작은 버

퍼는 링크의 효율을 낮추게 될 것이며 성능이 저

하됨을 의미한다.

TCP를 위한 버퍼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목적

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QoS를 만족하는 최소 버퍼

크기를 찾는 것이다. 스위치에 충분한 버퍼가 있

을 때 최대 처리율을 얻을 수 있으며 버퍼 크기가

작을 때는 셀 손실률(Cell Loss Ratio: CLR)이 작

더라도 처리율이 크게 떨어진다. CLR은 트래픽

량에 따라 크며 TCP 처리량과 밉접한 관계를 갖

지 않는다. TCP 처리량은 손실된 셀 수보다 타임

아웃 수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CLR은

TCP 계층의 성능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는 아니

다. 얼마나 큰 버퍼가 필요할 것인가는 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TCP 연결 수와 최대 윈도 크기

에 따라 결정된다.

3) 보증 속도

TCP는 VBR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서비스가 많

을 경우 TCP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하여 UBR에 대하여 최소 대역폭을 보장

하는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GFR은 망에서 최소

대역폭을 보장함으로써 연속적인 TCP 패킷을 제

공한다. 일반적으로 UBR은 MCR이 0이며, MCR

이 0인 GFR은 UBR과 같다.

4) TCP over ABR

ABR 서비스의 셀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버

퍼 크기 BS는

BS = {(a × RTT + c × 피드백 지연) × 링크 대역}

a 및 c 는 정수

피드백 지연: 혼잡지점에서부터 송신원까지의

지연

TCP는 스위치에 충분한 버퍼가 있을 때 ABR

과 UBR을 통하여 최대 처리량을 얻을 수 있으며,

TCP 연결의 성능은 ABR과 UBR +EPD를 통하

여 유사하지만 공평성은 ABR이 좋고 요구되는 버

퍼 크기는 UBR이 크다. ABR 서비스에 대한 효율

적인 흐름제어가 제공되는 ATM 교환기에서 비록

시간에 따라 대역이 변화하더라도 성능과 공평성

측면에서 ABR이 좋다. GFR을 사용하는 경우

MCR을 보장받기 때문에 UBR에 비하여 타임아웃

에 의한 재전송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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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V C 병합

현재 ATM 망은 점대점 연결과 점대다중점 연

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중점대점 연결 기능을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N개의 라우터간 상호 연결

을 위해서는 점대점 연결이 N2개가 필요한 반면

다중점대점 연결은 N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중

점대점 연결은 연결 수를 현격히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레이블 수를 줄이고 확장성이 용이

하여 MPLS에서 병합 연결(merged connection)

이라고 한다. 다중점대점 연결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VP 병합과 VC 병합 방법이 있다.

VP 병합은 각 송신원이 전체적으로 유일한 하

나의 VC를 할당 받아 사용하며, ATM 교환기에

서 모든 입력 VPI 를 하나의 동일 목적지를 갖는

출력 VPI 로 병합시킨다. 수신원은 VCI로 각각의

송신원을 구별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VP 교환만

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ATM 교환기의 하드웨어

를 변경하지 않고 연결 설정 프로토콜만으로 구현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VPI 수가 4,096개로 제

한되므로 확장성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유일한

VCI를 할당하고 운용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VC 병합은 각 송신원이 유일한 VCI 없이 링크

당 하나의 VCI를 사용하므로 확장성이 좋다. 다

중점대점 연결에 사용되는 각 연결은 링크당 하나

의 유일한 VCI를 갖는다. ATM 교환기는 입력

VCI를 해당하는 출력 VCI로 변환하여 전달한다.

따라서 각 송신원의 패킷별로 인터리빙된다. 수신

원은 패킷 재구성(reassembly)이 병합지점에서

수행되므로 각 송신원으로부터 입력되는 패킷을

구분할 필요없이 연속적으로 전달하면 다음 병합

지점 혹은 수신원에서 패킷 재구성이 가능하다.

AAL3/4는 각 송신원 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MID(Message IDentifier)로 구분 가능하지만

CRC 기능이 약하므로 AAL5가 용이하다.

병합 지점에서는 다중점대점 연결의 모든 패킷

이 패킷 재구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버퍼가 요구된

다. 병합 지점에서는 송신원으로부터 수신된 패킷

을 버퍼에 AAL5의 EOP(End Of Packet) 이 도착

할 때까지 버퍼에 저장하여 패킷별로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패킷 재구성은 하나의 완전한 패킷을

수신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지연과 재구성된 패킷

을 출력 링크로 전송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 버스

트니스가 증대되는 단점이 있다. ATM Forum에

서도 PNNI v2.0에 표준화가 완료 단계에 있으나,

주요 관심사는 패킷 재구성을 위한 추가적인 버퍼

와 지연에 관한 문제이다.

VC 병합을 스위치 입력단에서 하는 방법과 스

위치 출력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입력단에서

하는 경우 셀 단위로 입력되는 트래픽을 스위치가

패킷 단위로 교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림 5)와 같이 출력단에서 하는 경우 패킷 단위로

교환하여 출력 모듈(Output Module: OM)에서 패

킷 단위로 병합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림 6)은

(그림 5)의 출력단에서 VC 병합을 위한 버퍼 구

조를 제시하였다. 입력되는 ATM 셀을 VC 별로

큐잉하고 패킷의 경계를 나타내는 EOF(End Of

File)를 수신하면 스케쥴링에 따라 패킷 단위로

출력된다. 이때 병합되는 연결 수를 N, 최대 패킷

크기를 E 셀이라고 하면 하나의 병합 VC 당 요구

되는 최대 버퍼 크기는

최대 버퍼 크기 = N × E

로 된다. 예를 들면 N이 32, E가 10이라면 병합

연결당 추가로 필요한 최대 버퍼 크기는 320 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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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버퍼 크기와 EPD를 제공하는 경우 VC

병합은 non-VC 병합에 비하여 보다 좋은 good-

put을 얻는다. 패킷 재구성을 위한 추가적인 버퍼

는 버퍼 이용률을 증대함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

으며, 추가적인 지연은 고속 교환 및 전송으로 줄

일 수 있다.

VI. 결 론

이상과 같이 TCP에서의 흐름 제어, ATM 서비

스의 QoS 요구사항과 이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버퍼 관리 방법을 살펴보았다.

TCP는 대표적인 비실시간 트래픽으로서 망의

혼잡 상태를 두 종단의 TCP가 전송한 패킷에 대

한 응답으로 판단한다. TCP 연결 설정 후 초기에

는 망의 상태를 탐지하면서 트래픽을 천천히 증가

시키는 slow start로 전송을 시작하여 셀 손실이

발생하면 타임아웃에 의한 것인가 혹은 중복된 응

답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slow start 혹은

FRR이 수행된다. Slow start는 CWND를 1부터

다시 시작하므로 성능이 저하된다.

ATM 교환기는 혼잡으로 인하여 버퍼가 부족

할 때 더 이상의 셀을 수신하여 저장할 수 없으므

로 셀을 폐기하여야 한다. 셀 폐기 시 TCP 성능

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과 공평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 검토 결과 TCP 효율 측면에서는 버퍼가 가득

차기 전에 패킷 단위로 폐기하는 EPD 방법이, 공

평성 측면에서는 연결별 큐잉을 하는 FBA 방법

이 바람직하다. EPD 방법은 EPD의 임계치를 어

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버퍼를 효율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임계치는 미리 설정하는 방법과 트래

픽에 따라 동적으로 가변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개별 연결 단위로 관리하는 FBA 방법이 바람직

하다.

ATM 교환기에서 다중점대점 연결을 제공하

기 위해 VC 병합 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교환기

의 출력단에 구현하는 것이 용이하다. 교환기 출

력단에서는 VC 별로 버퍼에 저장하며 EOF 셀을

수신하여 하나의 완전한 패킷이 되면 그 패킷을

스케쥴링한다. 이에 따라 EOF 셀이 도착할 때까

지 기다리는 지연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만 교환

및 전송 속도를 높임으로서 그 영향을 줄일 수 있

다. VC 병합을 위하여 병합 지점에서는 최대 패

킷 크기와 병합되는 연결 수의 곱에 비례하는 버

퍼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한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가 증대할수록, 최대 패킷

크기가 증대할수록 ATM 교환기의 버퍼 크기가 커

(그림 5) VC 병합을 위한 스위치 구조 예

OM

OM

OM

INPUT OUTPUT

(그림 6) 출력 모듈의 구조도

Merge

EOF

Output Port

Buffer

Input 1

Input 3

Inpu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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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비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양호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다. 버퍼를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TCP,

UDP를 비롯한 인터넷 트래픽 특성 및 혼잡으로 인

한 일시적인 버퍼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으므로 제

한된 버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QoS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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