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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 시스템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종
류의 유무선 통신 시스템들의 IP 기반의 네트워크로 통합될 것이다. 차세대 통신 시스템에서 IP 기반 멀
티미디어 응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네트워크는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새로
운 네트워크 구조에 적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의 네트워크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인터넷의 새로운 구조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액티브 네트워크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액티브 네
트워크를 활용한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능동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와 서
비스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I. 서 론

있지 않은 새로운 프로토콜과 기능을 동적으로 적재
해서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현대인의 생활 공간으로 네트워크가 깊숙이 자리

본 고에서는 현재의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들

차세대 인터넷의 새로운 구조 및 서비스에 활용할

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액티브 네트워크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요구사

같은 의미)와 개방형 서비스 기술을 비교 분석하고,

항을 만족시키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의 컴퓨

인터넷 등 기존 네트워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동

팅 능력 부재로 종단간의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능형 서비스를 소개한다. 능동지능형 서비스는 서

한계점, 기존의 네트워크에 신기술이나 이와 관련한

비스를 실행하는 장치에 능동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표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새로운 응용 서비스

네트워크 요구에 의한 다양한 망에 네트워크 자원을

에 대한 지능화 및 개인화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

할당하고 개별망에 적합한 robust하고 안정이 보장

제점, 새롭게 등장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적용하기

된 capability를 제공하며, 웹서비스를 활용한 동적

힘들다는 점 등과 같은 많은 제약점 및 어려움을 지

이고 지적인 서비스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니고 있다.
액티브 네트워크는 기존의 store-and-forward
방식의 라우터에 컴퓨팅 능력을 추가함으로써 storecompute-forward 방식으로 패킷을 처리할 수 있

II.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
1. 액티브 네트워크 개요

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단순한 패킷 포워딩 기능으
로만 국한된 기존 라우터에 지능화된 요소를 넣어

액티브 네트워크(active network)는 1994년 네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액티브 라우터는 기존의 라우

트워킹 시스템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DARPA 연구

터보다 강력한 컴퓨팅 환경을 갖추게 되며, 이와 같

회에서의 연구 결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연구회는

은 컴퓨팅 능력을 기반으로 기존 라우터에 적재되어

오늘날 네트워크의 문제가 새로운 기술과 표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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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기반 구조에 적응, 여러 프로토콜 계층에서
의 잉여 연산에 기인하는 성능, 새로운 서비스를 기
존 네트워크 구조에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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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on
Environments

EE 1

EE 2 – – – EE n

액티브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1].
액티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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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라우터들이 자신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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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하여 사용자 특화 연산(customized computation)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

Stor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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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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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액티브 노드의 구성요소

크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선도적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이동 코드
(mobile code) 기술의 등장에 기인한다. 이들은 네
트워크 노드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연산을 수행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액티브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 구조를 혁신하
는 개념으로써 사용자에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 네트
워크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자는 것
이다. 임의의 액티브 네트워크는 여러 네트워크 링
크 기술(예, ATM, 프레임 릴레이, 이더넷 등)로 연
결된 노드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념의 네트워크를
액티브라 부르는 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
인 라우터나 스위치가 그들을 통하는 데이터에 대해
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네

가. 노드 운영 체제
NodeOS는 기초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행 환경은 추상화를 만들어 동적 응용에 전달한
다. NodeOS는 동적 노드의 자원들을 관리하고 이
들 자원들( 전송, 연산, 저장) 의 요구를 중재한다.
NodeOS는 EEs를 상세한 자원 관리와 다른 EEs의
존재로부터 분리시킨다. EEs는 차례로 NodeOS로
부터 사용자와의 상세한 상호작용에 관한 대부분을
숨긴다[3].
적절한 QoS를 제공하기 위하여, NodeOS는 EEs
보다 하위 레벨에서 자원의 할당을 허용한다. EE가
NodeOS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러한 요청에
는 요청의 주체(principal)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포
함한다. 이러한 주체는 EE 자신이거나, 동적 응용을

트워크를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액

실행하는 또 다른 부분(종단 사용자)일 수 있다.

티브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매체를 액

NodeOS는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요구

티브 패킷(active packet) 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순

된 서비스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노드 보안 정책

히 데이터 외에 데이터가 처리되어야 하는 지침을

데이터베이스를 검사하는 시행 기관(enforcement

함께 전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 패킷과 구분

engine)에게 보낸다.

된다. 네트워크 노드에서 액티브 패킷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노드 운영체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

나. 수행 환경
EE는 직접적인 패킷의 전달을 통해 프로그래밍
되거나 제어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나 가상 기
계를 정의한다. 어떤 EEs 는 “공용의” 가상 기계를

액티브 네트워크 노드의 기능은 노드 운영 체제

구현하여 다른 가상 기계를 시뮬레이트 할 수 있도

(NodeOS), 수행환경(Execution Environment: EE),

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EEs는 사용자

액티브 애플리케이션(AA)의 세 가지 구성 요소들로

가 간단한 고정 크기의 파라미터 집합을 제공할 수

제공되어 진다. 이들의 일반적인 구성은 (그림 1)과

있도록 보다 제한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

같다[2].

한다. 따라서, EE는 범용 연산 시스템에서 “shell”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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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처럼 동작하며, 종단간 네트워크 서비스가 처

용을 대표하는 쟁점이 될 것이다. 입력 채널을 처리

리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중

한 후 패킷은 EE에게 요구된 채널의 생성을 넘겨 준

EEs가 단일 동적 노드에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

다. 이는 큐에서 패킷의 대기를 수반할 것이다.

다. 액티브 응용 구조(Active Application
Architecture)

III.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

동적 응용은 특정 EE의 VM에 의해 실행될 때 종
단간 서비스 권한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A
는 수행 환경에 의해 공급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종단 사용자 응용을 위한 주문 서비스
(customized services) 를 구현한다. AA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코드의 자세한 설명은 EE에 의해
결정된 네트워크와 관련된 노드로 적재되며 이 코드
는 패킷 자체 내에서 in -band로 수행되거나 outof-band로 인스톨 된다. Out-of-band 적재는 패킷
의 도착에 따라 separate signaling phase나 on demand 동안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제어될 것이다.
대부분의 종단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프로그램 하
지 않고, 겨우 소수만이 그들의 PCs를 프로그램 할
것이다. 오히려, 종단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은 AA
개발자에 의해 제공된 코드와 함께 AAs를 불러내어
동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처리할 것이다. 이들 AA 개
발자는 EE 개발자이거나 third party 일 수 있다.
라. 액티브 패킷 처리

1. 개방형 네트워크 개요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표준화는 현재
IEEE PIN(Programmable Interfaces for Networks), MSF(Multiservice Switching Forum),
ISC(International Softswitch Consortium), Parlay Group 등에 의해 개념 정립과 표준 인터페이스
에 대한 정립을 추진중에 있다[4]. 본 고에서는 차
세대 개방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
는 Parlay API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Parlay Group에는 AT&T, BT, Cegetel, Cisco
Systems, Ericsson, IBM, Lucent Technologies,
Microsoft, Nortel Networks, Siemens, Ulticom
등의 유수 통신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Parlay
Group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개방형 네트워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규격을 제
정하고, 동시에 이 규격이 상용 제품의 구현에 채택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상용 제품들을 통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나 새
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운영 시 이러한 규격이 미치

수행환경은 통신 채널을 통해 패킷을 송신하거나

는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신한다. NodeOS는 본래 네트워크 링크( 예를 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과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현

면, 이더넷, ATM) 와 고수준 프로토콜(예를 들면,

재 혹은 차세대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TCP, UDP, IP) 모두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

될 것이다.

하여 이들 채널을 구현한다.

Parlay API 규격은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그들만

물리층에서 패킷을 받았을 때 패킷 내의(즉, 헤더)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적인 통신망 서비스(tele-

정보에 기반한 최초의 분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

communications applications)를 개발하고 유지 보

류를 통해 패킷이 전송될 프로토콜 처리를 포함한 입

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API는 안정성을

력 채널을 결정한다. 입력 패킷의 분류는 EEs에 의

제공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과 네트워크에 무관하여

해 명세된 패턴에 따라 제어된다. 특별한 경우, EE는

야 한다. 또한 Parlay API는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네

주어진 이더넷 타입이나 IP 프로토콜과 TCP 포트

트워크 시그널링과 같은 복잡성을 숨기는 동시에 그

번호의 조합과 같은 특징을 갖는 패킷을 위해 채널의

들 기능들을 안전하고 조화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

생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EE 자체나 동적 응

써 네트워크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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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lay API 구조

Parlay Group은 기술 독립적인 UML 기반의 규

Parlay API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류의 인터
페이스들로 구성된다.

격과 특정기술(Microsoft IDL, CORBA IDL)을 지
향한 규격 외에 API 참조 구현과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제공하려 한다. API 참조 구현은 API를 소프

Ÿ Service Interfaces ?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

트웨어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모듈로서 애플리케이

금 일련의 네트워크 기능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션 관점에서 볼 때 API가 보여줄 수 있는 동작 및 행

을 가능하게 한다. 예로써는 Generic Call Con-

위들을 구현하게 된다.

trol Service, INAP1 Call Control Service,

API를 통하여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접근을 가능

Generic Messaging Service, Generic User

하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점은, IT 및 통신 분야의 서

Interaction Service, Call User Interaction

비스 제공자나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 또는 다른 개

Service(Voice prompt to user, DTMF input

발자들이 공공 망 혹은 사설 망의 기능들을 이용하

from user) 등이 있다[5].

여 부가적인 가치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애플리케이

Ÿ Framework Interfaces ? 서비스 인터페이스

션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동작하고 관리될 수 있도

이다. API는 공공용인 네트워크의 시그널링 기능을

록 하는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예로

직접 다루기보다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써는 Authentication, Discovery, Event Noti-

하는 데 유용한 네트워크 기능들을 캡슐화하여 이들

fication, Integrity Management, Operation,

기능들의 추상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해야 할 것이

Administration, Maintenance 등이 있다.

다. 동시에 이들 API들은 네트워크의 순결성, 성능,

Parlay API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API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
네트워크 자원과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Resource
API”가 필요하다. Resource API는 네트워크 자원
을 추상화하여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
게 하며, H.323이나 INAP과 같은 기존의 API들로
대체될 수 있는데 사실상 Resource API는 Parlay
Group의 작업 영역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은 Parlay API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API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은 네트
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만족시
킬 수 있는 사용자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존의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시험되어야 한다.

IV. 개방형/액티브 네트워크의 구조 비교
개방형 네트워크나 액티브 네트워크 모두 네트워
크를 외부에서 제어(프로그램)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운용에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하자는 목적
은 동일하다. 또한 두 가지 접근 방법 공히 API를 제

Scope of Parlay
Specification

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자원을 추상화하고 네트워크

Application
Framework
Interface

Service
Interface

– ––

Service
Interface

외부에서는 이들 API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들의 차이점은 개방형 네
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 제어 처리가 네트워크 외부

Resource
Interface

Resource
Interface

Resource
Interface

Resources

에 형성된 별도의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는 점에 비해 액티브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제어
처리가 데이터 패킷에 같이 실려 운반되는 처리 프
로그램을 통하여 네트워크 노드에서 직접 처리된다

(그림 2) Parlay Network API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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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네트워크 제어 처리 프로그램은 처리되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한 능동지능형 서비스

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없다.

Expose functionalities of NE to outside world
Algorithm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이용이 단절되

Open
Interface

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고, 사용자 또는 네트워
크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액티

Resource

브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능동지능형 서비스 기술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

능동지능형은 사용자 및 네트워크의 요구사항을

Flexibility to modify behavior of NE(Active Signalling, etc.)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전송하고 실행하게
함으로써 통신망에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
이 가능하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고 망 자원의
Processing

Active
Device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Resource

1. 능동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b)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

(그림 3) 개방형/액티브 네트워크 구조 비교

능동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은 (그림 4)와 같이 서
비스를 실행하는 시스템(능동지능형 노드와 콘텐츠

어질 데이터 패킷과 함께 동적으로 이동하면서 보다

서버)과 서비스의 액세스를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

분산 처리 원칙에 충실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 네

(사용자와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트워크 구조보다는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가 네트워

Ÿ 능동지능형 프로그램 실행 및 전송을 위한 능동

크 자원의 제어를 보다 유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지능형 노드

((그림 3) 참조).

Ÿ 능동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된 콘텐
츠 서버

V. 능동지능형 서비스

Ÿ 유무선통신 및 방송망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능동지능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Ÿ 능동지능형 노드 액세스를 위하여 제공되는 능

의 정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는 각자의 구미에 맞게

능동지능형
Node

중간 서비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응용 서비스 서버

능동지능형 시스템

전달망
Wireless
Access
On the Move

Wireline
Access

방송 Cable
Access

사용자 인터페이스
On the Fixed

Personal Area

(그림 4) 능동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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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능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콘텐츠 유ㆍ무선ㆍ방송
서비스 관리
변환

능동지능형 서비스 플랫폼은 기존 네트워크 노드
가 단순히 패킷을 저장한 후 포워딩(store and for-

유ㆍ무선ㆍ방송
자원 관리

ward)하는 식의 단순한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능동지능형 서비스는 액티브 네트워크

터미널 이용자ㆍ과금
프로파일
프로파일

위치관리

라우팅 관리

QoS/세션 관리

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
킷을 통하여 전송하여 실행(store-compute-forwar)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네트워크 기능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5) 능동지능형 자원 관리

2. 능동지능형 자원 관리

Supervisor
Supervisor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터넷을 구성하
는 망 요소가 증가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및

Active
Node
Active
Node

서비스의 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터넷의 QoS 보
장 구조는 전체적으로 망의 복잡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Agent
Agent

위해서는 인터넷 망 관리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

Network
Network

다. 따라서 기존 망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

(그림 6) 능동지능형 보안 서비스

기 위하여 분산 망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액티브 네트워크는 기존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네

Ÿ Agent에서 네트워크의 트래픽 플로를 모니터
링

트워크를 거치는 도중에 필요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Ÿ Active node에서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

기존의 네트워크가 할 수 없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Ÿ Supervisor에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분석하여

패킷을 처리하게 되어 동적으로 망을 관리하는 데

패킷을 제어(dropping, alleviation)

유용한 구조를 제공한다.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다양한 망 환경에서 이음새 없이 특정한 망 서비

3. 능동지능형 서비스

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그림
5)와 같이 제공된다.
Ÿ 개별망간의 QoS 보장을 위한 위치, 라우팅, 과
금 등 자원 관리 기능
Ÿ 외부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처하는 능
동지능형 보안 서비스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백본 네트워크의 대
역폭 소비 문제, 간접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지능형 보안 서비스 구조는 (그림 6)과 같으며,
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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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지능형 네트워크는 (그림 7)과 같이 기존의
네트워크와 계층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
은 사용자 및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Ÿ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에게 자원을 할당하
거나 관리하는 기능 제공
Ÿ 게이트웨이 서비스: 서비스를 실행하는 장치에
능동지능형 기능 부여
Ÿ 부가서비스: Web application developers, 3rd
party service providers, end users에게 서비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한 능동지능형 서비스

Distributed
Simulation

Games

Video
Distance Conferencing
Learning

Applications

End-to-end Service
Gateway-to-gateway Service
Service Network Plane
Value Added Service
Active Network Plane
Gateway

Network Service

Active Node

전달망

Access 망

Access 망

Users

Service
Provider

Users

Service
Provider

Active Node

(그림 7) 능동지능형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Visited Domain
(Active Network)

스 개발 인터페이스 제공
Ÿ End-to-end 서비스: 다양한 망 환경에서 사용
2

자간에 이음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Mobile

가. 능동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

GAN

AN

3
AN

Public
Network

4’

Home
Network
HA

3’ AN

2’

1

능동지능형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의 네트워크
에 접속하여 자원을 할당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를

(그림 9) 능동지능형 이동성관리 서비스

는 구조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제공한다. (그림 8)은 네트워크의 요구 또는 상황의

(그림 9)는 액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동성

발생에 의하여 액티브 네트워크가 서비스를 실행하

관리를 위한 구조로 AN(Active Node)들을 계층적
으로 두어 각 계층에서 하부 이동망을 관리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다. 능동지능형 이동성 관리 절차는

4
Active
Node

기존
네트워크

I/F
1

3

다음과 같으며, 이동호스트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HA(Home Agent)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위치

2

등록에 따른 네트워크 부하를 절감할 수 있다.
Ÿ 1단계 등록 요구: 이동호스트가 등록요청 캡슐

Application
Service
Provision

을 AN에 전송하면 AN에 홈주소 저장
Ÿ 2단계 지역 등록: AN가 GAN(G/W AN)에 등록

(a)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도
Active
Node

Server

I/F

Ÿ 3단계 홈등록: 이동호스트가 타지역적으로 이동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발생
서비스 Call
서비스
Retrieve

서비스 실행

시 GAN이 HA에 등록
나. 능동지능형 게이트웨이 서비스
능동지능형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통합망에서 이
음새 없이 특정한 망 서비스 기능이 제공되거나 동

(b) 네트워크 서비스 절차

적인 서비스가 사용자의 단말기에 관계 없이 일관성

(그림 8)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 및 절차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변환하여 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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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제공한다.

이의 네트워크 구간에서 단말에 적합한 콘텐츠 변환

(그림 10)은 사용자의 요구 또는 상황의 발생에

서비스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방법은 클라이언

의하여 액티브 네트워크가 서비스를 실행하는 구조

트와 서버를 수정할 필요도 없고 기존의 네트워크

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을 수정 없이 이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장점

(그림 11)은 액티브 네트워크를 단말과 서버 사

크 기술을 접목하여 동적으로 서비스를 쉽게 설치하

5
Active
Node

I/F

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되면, 단말이나

전달망

웹 서버에서 수행되는 기존의 응용을 수정 없이 사

2
4

6

3

G/W

1

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경
우에 액티브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서비스

액세스망
Application
Service
Provision

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6].

(a)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성도
Server

Active
Node

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액티브 네트워

I/F

Network

G/W

Access

User

서비스 요구

액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단말에 적합한 동적
으로 콘텐츠를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Ÿ 클라이언트 접속 구간: 이동 단말과 프록시 서버

서비스
call

역할을 하는 에지 노드의 프로그래머블 웹 프록

서비스
retrieve

시가 동작하는 구역

서비스 변환

Ÿ 서비스 네트워크 구간: 단말에 최적화된 콘텐츠

서비스 실행

를 동적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래머블 콘텐츠 프
(b) 게이트웨이 서비스 절차

록시 서비스가 동작하는 구역

(그림 10)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성 및 절차도
클라이언트 접속 구간

Ÿ 서버 접속 구간: 웹 프록시 역할을 수행하는 에

서비스 네트워크 구간
(MobiCAN)

서버 접속 구간

CPk

WAP
게이트웨이

CoS
ENk

이동단말
(WAP 브라우저)

CBR 라우터
(이미지 변환)

CPd

CPn WPn

WP1 CP1

CoS

CoS

CoS

ENd

ENn

CBR 라우터
(캐싱)

CBR 라우터
(CBR 디스크립션
생성자)

EN1

이동단말
(ME)

CBR 라우터
(CC/PP 저장소 &
CBR 디스크립션
생성자)

CP2
CoS

공용 콘텐츠 서버
(HTTP 웹 데몬)

공용 콘텐츠 서버
(HTTP 웹 데몬)

EN2
CBR 라우터
(마크업 변환)

HTTP/TCP/IP
WPi: 액티브 웹 프록시

Active Services
CPi: 액티브 콘텐츠 프록시

CoS: CCN 코어 네트워크 서비스

(그림 11) 능동지능형 콘텐츠 변환 서비스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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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노드의 액티브 웹 프록시와 웹 서버가 동작

것이다. 액티브 네트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 제약조

하는 구역

건에 가장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서
비스 재구성이 가능한 캐시를 찾고 그 캐시로 우회

다. 능동지능형 부가 서비스

(redirection)되는 기능을 수행하여 자치 적응성을

능동지능형 노드를 활용하여 웹 캐싱 서비스, 주
식정보 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2)는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능
동지능형 부가 서비스를 실행하는 구조와 절차를 나
타내고 있다.
웹 캐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 구성성(selfconfiguration), 자치 적응성(self-adaptation), 고

해결한다.
(그림 13)은 액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웹 캐
싱을 제공하는 엔티티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액
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웹 캐싱을 제공하는 엔티
티들은 다음과 같다.
Ÿ 클라이언트: 기본서버의 웹 콘텐츠/서비스를 요
청하여 그 결과를 수신하는 개체
Ÿ 기본 서버: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원본 콘텐츠/

성능성, 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액티브 네트워크에서는 웹 캐시가 주변 웹 캐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서버

를 찾으면, 자신들을 다중으로 겹쳐진 멀티캐스트

Ÿ Supervisor 액티브 라우터: 에지(edge) 노드나

그룹을 조직하거나, 캐싱 파라미터를 이용한 방법

캐싱 프록시(caching proxies)에 해당하는 위

등을 사용하여 자치 구성성을 해결한다[7].

치에 존재하며 기존 캐싱 서버보다 지능적인 캐

자치 적응성 문제는 클라이언트의 선호도(preference)나 제약조건이 자주 변하는 경우 그러한 변
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서비스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I/F

4

1/6

Ÿ 액티브 라우터가 에지 노드나 캐싱 프록시에 해

G/W

당하는 위치에 존재하면서 웹 콘텐츠/서비스를
액세스망

Application
Service
Provision

적응성 지원 기능으로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전달망

5
2

Ÿ Worker 액티브 라우터: 중복 캐시 기능과 자치

액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한 웹 캐싱의 기본 기능

3
Active
Node

싱 기능을 수행

캐싱하는 기능
Ÿ 액티브 라우터가 어떤 캐시가 가장 가까운지를

7

(a) 부가 서비스 구성도
Server

Active
Node

I/F

Network

G/W

클라이언트

Access

User
(1)

(4)

서비스
Retrieve

(5)

Supervisor
액티브라우터

서비스
요구/발생

(2)
(3)

Call 요구
Call 설정

(6)

(5)

(2)

(3)

Worker
액티브라우터

기본 서버

Call 설정
서비스 실행

(b) 부가 서비스 절차

(그림 12) 부가 서비스 구성 및 절차도

(1) 웹 콘텐츠/서비스 요청 정보
(2) REQUEST 제어 정보
(3) RESPONSE 제어 정보
(4) 콘텐츠/서비스 데이터
(5) 클라이언트 제약조건 요청
(6) 재 구성된 콘텐츠/서비스 데이터

(그림 13) 웹 캐싱 서비스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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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기능

펴 보고, 인터넷 등 기존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능동

Ÿ 액티브 라우터가 IP 라우팅과 웹 요청을 우회시
키는 기능(request routing)

지능형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능동지능

Ÿ 기본 서버의 콘텐츠/서비스를 중복 캐시로 분산
시키는 기능

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액티브 네트워크 구조도 제
안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액티브 응용 중에서 능동
지능형 서비스의 하나로 웹 캐싱을 선별하여 현재

라. 능동지능형 e2e 서비스

이러한 응용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능동지능형 e2e 서비스는 환경이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들간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 또는 콘텐츠의
변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4)는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용자들간의 서비스를 실행
하는 구조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1

7

위한, 셋째로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의 새로운 정
책 수립에 있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6

(a) e2e 서비스 구성도
I/F

BcN

G/W

참고문헌
Access

User A

Call 요구
Call 설정
Call 변환
Call
변환
Call 교환

(b) e2e 서비스 절차

(그림 14) e2e 서비스 구성 및 절차도

VI. 결 론
본 고에서는 현재의 인터넷 확장과 차세대 인터
넷을 구축할 때, in-service 상태에서 새로운 서비
스를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
시키지 않고 네트워크의 제어와 관리를 동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액티브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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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 제시한 액티브 네트워크를 활용한 능

리 및 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제어 기술을 확보하기

G/W
액세스망

User B

IP를 이용하여 이동성 관리 방안을 분석하였다.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로 능동적인 망 관

전달망
3

Active
Node

살펴보았고, 특히 액티브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의 서비스 고도화 및 인터넷 망 관리의 품질 개선과

I/F

4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지능형 서비스 제공은 첫째로 차세대 인터넷에서

2
Active
Node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요구사항 및 기능을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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