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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망은 이용자 서비스별 요구 수준에 따라 end-to-end 구간의 대역폭, 손실, 지연 등 서비스품
질(QoS) 수준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품질 보장망이어야 한다. 광대역통합망을 구현하는 방법 중
IP 라우터에 MPLS 기술을 채용하고, 전송망을 GMPLS로 구성하는 All-IP 네트워크가 표준화 완성도 기
준에서 현실적인 구현 방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공중망으로서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넷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초기 인터넷 철학과 달리 차세대 전달망으로서 인터넷이 현
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터넷을 차세대 구조로 진화시키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전
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I. 광대역통합망

수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어야 한다.
특히 2003년 1.25 인터넷 침해사고 경우처럼 신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통신

호 제어 및 관리 기능 부재로 일부 구간의 트래픽 급

대역폭은 초기 수 Mbps급 이하에서 수십 Mbps급

증이 전체 통신망 장애로 확산된 경험과 인터넷망

이상의 보장속도가 요구될 전망이며, 음성/데이터,

상위 이용자의 1 % 가 전체 트래픽의 47%, 상위

유무선, 통신 방송 통합망 구축을 통해 이용자의 다

20%가 94%를 점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

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고도

넷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품질 보장이 곤란한 구조

화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의 품질보장

라는 점 때문에 QoS 관리, 인증, 과금 및 트래픽 관

(QoS) 및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의 개

리 등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품질보장망 구축이

발, 50~100Mbps급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SLA 제도

하기 위한 가입자망과 전달망의 대역폭 확충, 초고

등 통신서비스 품질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

속인터넷 이용 보편화에 따른 주소 자원 고갈 문제

송 지연, 손실 등 품질지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통

해결을 위한 IPv6의 조기 도입 추진 등을 목표로

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대역통합망의 전

2004년 2월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

달계층은 end-to-end 구간에 대하여 이용자 서비

였다[1].

스별 요구 수준에 따라 대역폭, 손실, 지연 등 서비

광대역통합망은 이용자가 HDTV급 영상 등 고품
질 서비스와 개인별로 차별화된 품질의 맞춤형 서비

스품질 수준을 차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품질 보
장망이어야 한다.

스를 요구하며, 사업자는 다양한 고품질 융합형 서

광대역통합망은 IP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절대적

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실현과 망 운영

인 확산으로 All-IP 네트워크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

관리의 효율성 등을 요구하므로, end-to-end 서비

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전달 기술로 교환 분야는

스품질 보장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이를

IPv6를 수용하는 IP 라우터 기술과 MPLS 기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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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분야는 SDH/SONET 기술, WDM 전송 기술, 코

connection-oriented 기능을 보완한 MPLS가 제안

어 네트워크의 GMPLS를 사용한 프로비저닝 기술

되어 두 에지 라우터 사이에 미리 결정된 경로를 구

등을 들 수 있다.

성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QoS를 제공하고

광대역통합망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GMPLS

자 하였다. 많은 망 사업자들은 음성과 전용선 서비

기반 All-IP 네트워크이다. 사용자로부터 만들어진

스를 포함하여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IP 기반 네트

IP 패킷은 에지의 IP 라우터에서 트래픽 클래스를

워크로 통합하려는 추세이다.

고려한 MPLS 패킷으로 변환되어 라우팅 정보에 따

그러나, 현재 제안된 QoS 관련 IETF의 pro-

라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지며, 코어 라우터에서는

posal들은 scalability와 QoS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label switching이 된다. 코어 네트워크의 전송망은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IP 기반 통합 네트워

링크, 광채널 단위의 스위칭 처리가 가능하도록

크로의 진화가 실제로 망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

MPLS를 확장한 GMPLS 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

감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한 의

한다. 궁극적으로 MPLS에 의한 패킷 교환 경로의

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OC-768과 같이 전송 속도

구성에서부터 전송망 구성까지 GMPLS 기술이 제

가 높아짐에 따라 개개 IP 패킷 처리 시간은 12.8ns

어 신호로써 통합 적용된다[2].

로 짧아지고 있으며, 이처럼 짧아진 시간 내 패킷 처

광대역통합망은 현재 표준화가 완성되었거나, 수

리는 하드웨어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한 시스

년 내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달기술을 중심으

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링크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로 단계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IP 스위칭 비용은 전송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수함

IP 라우터에 MPLS 기술을 채용하고, 전송망을

수적으로 급증하게 된다.

GMPLS로 구성하는 것이 표준화 완성도 기준에서
현실적인 구현 방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러
나,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공중망으로서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인
터넷 연구가 2000년 이후 나타나고 있다.

1. 인터넷에 대한 통념[3]
Ÿ IP는 간단한 전달방식이다.
초기 인터넷에서는 statistical multiplexing 효
과 측면과 스위칭 방식에서 packet switching이
circuit switching 보다 효율적이고 단순하므로, 장
비나 운영경비가 더 싸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II. 인터넷의 진화

오늘날 인터넷은 하나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구하
는 다목적성, 최소의 작용으로 최대효과를 추구하는

오늘날 전달망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전화

고효율성, 만약에 대비한 복잡한 대안이 요구되는

교환망과 사설 전용망을 지원하는 TDM 방식과 인

고신뢰성(안정성) 등의 특징을 갖는 전형적인 com-

터넷의 근간인 패킷 방식 두 가지이다. 네트워크 사

plex system이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은 망이 커질

업자들은 여러 교환방식의 네트워크를 운용하기보

수록 망이 작을 때는 사소하던 문제가 점점 증폭되

다는 효율적인 망 운용과 망 운용비 절감을 위하여

는 amplification principle과 시스템이 커질수록 연

VoIP 서비스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된 제어 평면 하

관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coupling principle에 따

에서 하나의 망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 이를 달성

라 IP의 성능, 문제점은 점진적(linear)이 아니라 기

하기 위한 시도로 ATM 이 제안되었으나, 오버헤드,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오늘날 라우

복잡성, 비용 등의 문제로 주력 네트워크 기술로 성

터는 circuit switch 보다 라우터의 소프트웨어, 펌

공할 수 없었다. IP의 확산으로 라우터 중심의 네트

웨어 규모가 더 크고, 패킷 프로세싱이 circuit

워크 구성이 보편화 되었고, 패킷 교환에 미비된

switching 보다 복잡하며, 라우터의 line car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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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의 line card 보다 더 많은 게이트 수로 이루

이 있다. 또한 TCP 는 낮은 IP 백본 link utilization(대

어져 있는 복잡한 구조로, 라우터의 운영이 circuit

부분 congestion은 국지적으로 발생, 대부분 망이 비

장비보다 어려워 패킷망의 고장을 찾아내기가 회선

어 있는데 congestion 발생 시 트래픽을 줄여야 하

망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나?), guaranteed 서비스 제공 한계(전달위주에서 품

Ÿ 인터넷은 효율적인 망이며, 가용성이 높은 망이다.
IP 망의 평균 대역폭 활용률은 IP 트래픽의
bursty, self-similar 특성, 큰 대역폭 할당단위, 예
비대역폭 확보 요구, 적정 트래픽 제어 메커니즘 부
재 때문에 3~20%로 음성망의 33%보다 낮다. Link
failure 시 트래픽 집중에 대비하기 위해 50% 예비
대역폭 확보 필요, in-band control 특성으로 인해
트래픽 집중 시에도 control 트래픽의 최소 가용 대
역폭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평균 효율 50% 이상을
내기 어려우며, link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복
잡성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확장성을 떨어뜨린다. 인
터넷 문제의 80%는 인위적이거나 시스템 문제로

질위주로 전송의 무게중심 이동, end 단말의 TCP
기능만으론 품질보장 한계), 네트워크의 서비스 기능
강화 움직임(RSVP, MPLS 등은 초기의 stateless
개념 파괴 기술, rerouting 등 망의 controllability
강화 요구, multicasting, streaming media에는
TCP를 사용할 수 없음) 등의 문제 등이 있다. 이처
럼 IP는 계속되는 확장, 기능 보완으로 초기 인터넷
형상 및 구조의 변질로 누더기(patches) 화 되어 IP
가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여 왔으나
계속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

2. QoS와 Scalability

인해 기인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인터넷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많은

은 복잡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다시 문제 요인을 증

연구 결과와 표준이 등장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품질

가시키는 연쇄 고리로 인해 인터넷은 99.999 가용

보장이 적용되는 망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도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품질 보장을 위한 혼잡 제어 연구

Ÿ 인터넷이 추구하는 철학은 모든 서비스를 통합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인터넷의 주요 philosophy인 connectionless,

가 네트워크의 혼잡 지점이 액세스망에서 코어망으
로, 코어망에서 액세스망으로 연구 대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르지 못해 품질 관련 연구 결과를 적기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 망에 적

stateless data forwarding, no setup, self con-

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인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tained packet, hop-by-hop processing 등에 의

이다. 네트워크 운용자에게는 불완전한 해결책을 적

한 smart-terminal & dumb network 구조 정립은

용하느니 링크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더 선호되었기

PSTN 회선망 구조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터넷 애

때문이다.

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주요 계기였으나,

그러나, 단일 품질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의 문

network attack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mutual

제가 아니라, 품질의 정의가 shared infrastructure

trust를 가정한 IP 구조에는 security 개념이 약하

에서 서로 다른 레벨의 서비스 품질을 네트워크가

며, 악의적인 가입자의 공격으로부터 망을 보호할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경우, over provision-

대책 없음), identity theft에 대한 무대책(소스 변형

ing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품질을 세분

이 쉽고 소스 추적이 어려우며, 익명성에 대한 대응

화 할 수 있는 QoS 제공 방법이 필요하며, 품질의

방법 약함), firewall의 부작용(성능저하, 기능부족,

세분화 정도에 따라 실제로 네트워크 내에서 제어

신종 서비스 도입 장애를 초래하며, firewall의 경우

가능한 즉, scalable한 방법이어야 한다[4].

IP의 transparency 개념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터넷

인터넷의 품질 보장 방법으로 IntServ와 DiffServ,

의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아님) 등 security 문제점

MPLS-TE 등이 대표적이다. IntServ는 flow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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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oft state를 유지하며 자원을 예약하는 방법으

합하기 위한 TCP flow의 edge-to-edge 교환

로 QoS granularity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방법이

인 TCP switching을 제안

나, scalable한 방법이 아니다. 반면, DiffServ는

Ÿ Carnegie Mellon 대학의 김형석 교수는 IP 네

scalable한 품질 제어 방법이나, QoS granularity

트워크로의 converge는 congestion, unpre-

면에서는 부족하다. MPLS-TE는 IntServ나 Diff-

dictable delay, low reliability & availability,

Serv와 함께 적용되어 scalability 문제의 해결을 기

고속 패킷 처리 시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적당

대하나, 패킷 교환이 갖고 있는 통계적 다중화 특성

하지 않으며, multi-rate circuit switching,

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레벨의 서비스 품

burst switching, cell switching, MPLS 등의

질의 완벽한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다.

장점을 도입한 Virtual Synchronous Fra ming(VSF) 구조를 제안

III. 차세대 전달방식 연구동향
앞 절에 서술한 바와 같이 광대역통합망을 위한
품질보장 전달 기술로서 All-IP 네트워크는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로 인터넷의 문제점을 네트워크 구조 관점에서 진화
시키거나, 새로운 전달 기술을 고안하려는 시도가

Ÿ IP 네트워크 종단에서 원치 않는 트래픽을 차단
하고, 품질이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Internet Control Plane을 연구 개발하여 DoD
테스트베드에 구현하려는 프로젝트가 DARPA
지원으로 진행중

1. NewArch

계속되고 있다. 주요한 연구 추세를 간단히 살펴보

엔지니어들의 커뮤니티로서 안정성, 확장성, 관

고, 이중 NewArch, TCP Switching, Virtual Syn-

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인터넷의 초기 철학과는 달

chronous Frame Switching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

리 이해 관계가 다른 여러 사용자 집단이 활용하는

한다.

사이버 공간으로 발전됨에 따라 인터넷의 진화 방향

Ÿ 인터넷을 만든 DARPA가 인터넷 philosophy

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통신 메커니즘과 프

자체에 손대는 것을 금기시하는 IETF의 royal

로토콜로 구성되는 인터넷 구조 측면에서 문제가 생

family를 제외시키고, 새로운 인터넷 구조에 대

기게 되었다. 그 예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개

한 연구 프로젝트 “NewArch”를 2000 년부터

발된 방화벽은 인터넷의 end-to-end transpar-

USC/MIT/ICSI Joint Research로 지원중

ency를 없애게 되었으며, IPSec은 전송계층 헤더를

Ÿ IETF Network Working Group에서는 현 인터

암호화하여 네트워크 공급자가 포트 번호와 상위 계

넷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

층 프로토콜 헤더를 볼 수 없게 만들었고, 부족한 IP

한 Informational 문서로 RFC3439를 발표. 현

주소 공간을 보완하기 위한 NAT은 peer-to-peer

재 인터넷은 효율성, 확장성 및 복잡성의 문제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선망의 장점을 수

이러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초기 인터넷에서

용하고 망에서의 기능성을 더욱 단순화 시키는

고려하지 못했던 미래의 요구사항인 이동성, 자동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함을 역설

망 구성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필

Ÿ Stanford 대학의 McKeown 교수는 패킷망인

요하게 되었다. NewArch는 차세대인터넷을 위한

인터넷에 circuit switching의 많은 장점(버퍼

통신 메커니즘과 프로토콜 분야의 새로운 개념을 연

가 불필요하고 optical 스위칭으로 인한 스위칭

구중에 있다[5].

capacity 증가, 저전력 소비, QoS 지원의 용이

FARA(Forwarding directive, Association, and

성 그리고 간단한 admission control 등)을 융

Rendezvous Architecture)는 이동성과 보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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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계층의 포워딩 메커니즘

과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ole-based

에서 end-system 식별을 하지 않으며, global

Architecture라는 비계층 프로토콜을 연구중에 있

name space 없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를

다. 네트워크 구조에 기능 추가 시 기존 계층적 구조

제안한다. 통신 개체는 (그림 1)과 같이 네트워크 끝

하에서 제공하는 시그널링으로 불충분한 경우 이를

단에 존재하는 응용들로 컴퓨터, 휴대폰뿐만 아니라

위한 새로운 시그널링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밖에

프로세스, 스레드 등도 될 수 있으며, 이들 개체간

없는 단점을 역할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콜 단위를 도

논리적 통신 링크들을(association) 구성하여 통신

입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역할은 구체적인 임

상태를 유지하며, 네트워크 주소에 의한 패킷 포워

무를 수행하는 작은 단위 모듈로 (그림 2) 와 같이

딩이 아닌 목적지 개체의 정보를(forwarding di-

Role-Specific Header(RSH)로 노드를 거치며 필

rective) 헤더 필드에 사용하며, 최초 전송 시에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이러한 역할들을 조합

association ID를 알 수 없으나, rendezvous 메커

하여 기능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종단 시스템은

니즘을 이용하여 목적지 AID를 알아낸 후 이를 사

자신이 보낸 패킷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노드

용한다[6].

를 만나는지 알 필요가 없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

인터넷의 계층간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기보다는

기 위해 필요한 RSH로 헤더를 구성하며, 경로상

계층 사이에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middle box를

노드도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RSH를 첨가할 수

넣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야기된 확장성

있다[7].

ENTITY

Role C

Role B

Role A

ASSOCIATION
PORTAL

RSH 2

SLOT
FD 1

Payload

RSH 1

FD 2

Packet

FKERNEL

(그림 1) FARA 엔티티의 구조[6]
Core

(그림 2) 노드 내 Role-Specific Header 동작[7]

AS 10

AS 20

AS 100
AllocPf: ae80::/16
InterAddr: ae80::/96

AS 100
AS 200
AllocPf: ae80:1::/32

AS 300
AS 200
AS 500
AS 400

Alice
Addr: ae80:1:1::ec
ae80:2:1:ec

AS 400
AllocPf: ae80:1::/48
ae80:2:1::/48
InterAddr: ae80:1:1::/96
ae80:2:1::/96

AS 300
AllocPf: ae80:2::/32
InterAddr: ae80:2::/96
AS 500
AllocPf: ae80:2:2::/48
InterAddr: ae80:2:2::/96

AS 600
AS 600
AllocPf: ae80:2:2:2::/64
InterAddr: ae80:2:2:2::/96

(그림 3) NIRA Addressing 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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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A(New Internet Routing Architecture)는

얻는 장점을 기대할 수 없다.

기존 라우팅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cal-

TCP switching[9]은 인터넷에 회선교환의 장점

ability, robustness, 라우팅 오버헤드 최소화, 한 도

을 융합시키기 위하여 TCP connection의 응용 레

메인 내 각각의 사용자가 다른 종류의 ISP 선택 등

벨 플로 별로 soft state를 이용한 edge-to-edge로

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라우팅 구조를 제안한다.

빠르며, 간단한 회선 연결 설정을 제공하는 방식이

Scalable 라우팅을 위하여 Name-to-Route Re-

다. TCP switching은 (그림 4) 와 같이 회선 교환

solution Service와 Topology Information Pro-

line card를 갖고 있는 에지 라우터와 회선 교환을

pagation Protocol을 사용하여 계층적 라우팅 경로

수행하는 코어 노드로 구성된다. 에지 라우터에서는

를 선택하며, 토폴로지 정보와 라우팅 정보의 업데

IP 패킷의 address lookup으로 다음 홉(hop)을 알

이트를 각각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림

아내고, 이 홉으로 갈 수 있는 출력 링크에 회선 연

3)과 같이 라우팅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IPv6

결 경로가 있는 경우, 이 회선 연결 경로로 향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ISP 마다 고유한 접두사 부분을 제

버퍼에 큐잉하여 패킷을 포워딩하거나 혼잡 시 드롭

공하는 계층적인 provider-rooted addressing

시킨다. 회선 연결 경로가 없는 경우, 첫번째 TCP

scheme를 사용한다[8].

SYN 패킷 도착 시 에지에서 목적지 에지 라우터까
지 회선을 설정하여 이용하며, 이 회선 교환 경로는

2. TCP Switching

inactivity time-out에 의해 해제된다.

회선교환은 패킷교환보다 교환 처리가 간단하여
고속 인터페이스를 수용하기 쉬우나, 통계적 다중화

3. VSF 구조

이득을 얻을 수 없고 peak rate 대역 최대치를 할당

오늘날 스위치 구조 동향은 스위칭 속도를 높이

해야 함에 따른 대역 이용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반

기 위하여 variable size 패킷을 짧은 고정 길이 데

면 패킷 교환은 다중화 이득과 패킷별 라우팅에 의

이터 유닛으로 분할하여 스위칭하는 추세이다.

한 전달 안정성이 높으나, 대용량 스위치를 구성하

VSF(Virtual Synchronous Frame) 구조[10]는 패

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은 물리적 회선

킷을 분할한 후 조립하는 방식보다는 패킷을 모아

위에 다른 계층으로 구분되어 상호 관련 없이 운용

고정 길이 프레임을 스위칭 하는 방식이 time criti-

된다. 계층 구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독립

cal 서비스의 QoS 제공과 회선교환 네트워크의 이

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두 계층간 기

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스위치 구조와

능의 중복과 함께 두 계층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될 때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VSF 구조는 패킷을 모아 버스트로 전달하며, 데이

R

터 버스트가 없는 경우 연결을 해제한다.

R

R
C

R

B

B

B

B

R

VSF 네트워크는 (그림 5)와 같이 액세스 네트워
크와 코어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액세스 네트워크는
현존 에지 라우터, TDM 스위치, SONET ADM/

R
R

C

DCS 등으로 구성되며, 코어 네트워크는 가상 동기
프레임 스위치로 구성된다. 가상 동기 프레임은 (그
림 6)과 같이 서브- 프레임(sub-frame)으로 구성되

Links carrying packets

R IP routers

Links using circuits
End hosts

B Boundary routers
C Core circuit switches

(그림 4) TCP Switching 네트워크[9]

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나, SONET과는 달리 스위칭
노드들간 프레임 바운더리의 동기화가 없다. 스위치
노드 각자는 단지 자신의 VSF 바운더리 타이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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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ed switching signaling과 routing protocol

Access
Network

이 필요하다. 가상 동기 프레임 네트워크 구조의 제
어 평면은 MPLS 와 같이 QoS constraint-based
routing과 traffic management가 필요하지만, 동기

Core Network

IP Packet

프레임 교환이므로 보다 단순하고 scalable한 path

FSP for Sub-frames

computation 알고리듬의 적용이 가능하다.
Edge VSF
Switch
Core VSF
Switch

VSP
SONET TDM
Sub-frames

VSF 에지 스위치에서 TDM 은 서브- 프레임으로
패킷화되고, IP 패킷은 서브-프레임으로 집합되어
FSP label이 붙여져 VSF 네트워크 내로 보내진다.

(그림 5) VSF 네트워크 구조[10]

코어 스위치는 프레임 헤더의 FSP label 에 따라
output port로 보내며, 이때 fabric scheduler에 의

VSF
Switch
A

VSF
Switch
B

VSF
Switch
C

하여 FSP 당 QoS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최대 스루
풋을 낼 수 있도록 스위칭 한다. 스위칭 패브릭은 서
브-프레임 time unit 마다 동기적으로 동작하므로,

Switch A
Switch B

패킷 스위치의 패킷 처리 시간이 nano second인데

Switch C

비해 서브- 프레임이 1µsec인 경우 스위치 패브릭
VSF boundaries

구성 제어에 시간이 충분하므로 100Peta bps 규모

Sub-frame

의 스위칭 패브릭 구성이 가능하다.
label
Aggregated data from
access networks

(그림 6) Virtual Synchronous Framing[10]

IV. 맺는 말

유지할 뿐이다. 코어 네트워크는 MPLS의 패킷 pipe

광대역통합망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의 혁명적

와 유사한 동기 TDM pipe 인 Frame Switched

대통합을 가능케 하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Path(FSP)를 제공한다. 이 FSP는 모든 에지 스위치

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퀴

를 full mesh 형태로 구성하여 각 에지 스위치 pair

터스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

간 single-hop 경로를 제공한다.

다. 특히 광대역통합망은 end-to-end 구간에 대하

FSP는 동기 FSP와 비동기 FSP로 구성된다.

여 이용자의 서비스별 요구 수준에 따라 대역폭, 손

Constant periodic traffic의 경우, VSF 마다 특정

실, 지연 등 서비스 품질(QoS) 수준을 차별화하여

서브-프레임 슬롯을 지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역폭

제공할 수 있는 품질보장망 구성이 가능하므로 고품

만큼 서브-프레임의 개수만을 세어 데이터를 집어

질 VoD, 개인 맞춤형 방송, 콘텐츠 대화형 방송 등

넣어 교환시킨다. 이 방식은 스위치 제어 방식을 극

다양한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

도로 단순화 시킨다. 비동기 FSP는 동기 FSP 서

된다.

브-프레임이 처리되고 난 후 서브-프레임 슬롯이

우리나라는 광대역통합망 구축으로 세계 최초로

남았을 경우 비동기 FSP를 위한 서브-프레임이 처

NGN(Next Generation Network) 구현을 시도한

리된다. 비동기 FSP를 위한 우선순위 방식으로

나라로 주목 받고 있다. 광대역통합망의 전달기술로

best-effort traffic 을 위한 differentiated 서비스를

현재 표준화 진행 정도로 볼 때 GMPLS 기반 IP/

구현할 수 있다.

WDM 네트워크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시

VSF의 제어 평면은 가상회선 기반의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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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달망 기술

계속 변화할 것이므로, 광대역통합망 구축 최종 단

[3] R. Bush and D. Meyer, “Some Internet Architec-

계에 이르기까지 전달기술의 발전 추이를 주시하며,

tural Guidelines and Philosophy,” RFC3439, IETF,

지속적인 광대역통합망 진화가 가능하도록 전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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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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