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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망관리장치에 수집된 경보정보와 각 통신망 구성요소(NE)에 할당된 모든 가입자 별로 트래픽 디스크립터(

Traffic Descriptor), CoS, QoS, ToS 를 가중치로 하여 트랙픽 등급을 분류한 후, 얻어낸 가중치를 NE 별 새로운 가

입자 접속 서비스를 할 때, 망관리장치에서 자동으로 가장 트래픽이 적은 유니트 혹은 포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유니

트/포트에서 가능한 가입자 접속 VPI/VCI 를 찾아내는 과정을 수행하여, 망관리 장치를 통해서 가입자 연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와 트래픽 팩터를 고려하여 트래픽을 사전에 예측하고 로드(Load)를 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망관리장치, 트래픽제어, 적응제어, 예방제어, 가중치, PVC, SVC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망관리 장치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 블록도.

도 2는 종래의 적응 제어 방식 및 예방제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는 통신망의 라우팅 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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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NMS 서버에 의해 수집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가입자의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동

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NMS 서버에 의해 수집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트래픽 혼잡에 의한 에러가 발생되었을 때 

우회경로를 검색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NMS 서버 20 : NMS 클라이언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 전송 모드(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이하 'ATM'이라 함)통신망에서 통신망 구성요소

(Network Element:이하 'NE'라 함)의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망관리 시스템(Network 

Management System/Element Management System: 이하 'NMS'/'EMS'라 함)로부터 얻어지는 트래픽 정보를 이

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및 이를 위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망관리 장치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전체적인 망관리를 

수행하는 망관리 서버(10)와, 망관리 서버(10)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가입자의 라우팅 경로의 설정 및 

조회를 할 수 있는 NMS 클라이언트(20)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NMS 서버(10)는 연결된 다수의 NE의 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즉, 장비의 실제적인 상태를 운용자

에게 알려주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신망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NMS서버(10)에서는 가입자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각 NE로 구성된 통신망을 통해 가입자 경로설

정 명령을 내린다. 따라서, 이전에 설정된 경로(L1)에 혼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경로(L2)로 설정할 수 도 

있다.

이때, 가입자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구 가상 회선(Permanant vertual circuit: 이하 'PVC'라 함)와 교환 

가상 회선(switched vertual circuit: 이하, 'SVC'라 함)을 사용한다.

PVC 의 경우, NE별로 각 NE에서 경로를 설정하므로 대체 경로를 설정하기 전에는 트래픽 혼잡(Traffic Congestion

)이 발생하면 에러(Error) 혹은 셀(Cell) 손실로 이어진다.

SVC의 경우, NE에서 접속 수락제어(connection admissioncontrol:CAC)와 이용 파라미터 제어(Usage Parameter 

Control: UPC)를 통해 최적의 라우트를 찾아 경로를 설정하지만, 인접 NE 의 트래픽 혼잡이 발생하거나 발생된 상태

를 수신하여 절체를 하거나 경로를 변경한다.

종래에 각 NE의 트래픽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적응 제어(Reactive Control)방식과 예방제어(Preventive Control)방

식이 있다.

도 2는 종래의 적응 제어방식 및 예방 제어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도 2를 참조하여 적응 제어방식 및 예방

제어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적응제어 방식은 다수개의 NE(1-6)가 연결된 네트워크망에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1,2,3,4)에 있는 NE들을 경유하

여 셀을 전송하다가, 도중에 하나의 NE(3)에서 혼잡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NE(3)에서는 그에 따른 셀손실이 일어나

고, 트래픽 혼잡이 발생되었다는 알람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알람을 수신한 NE(1)에서는 새로운 대체 경로(5, 

6)를 찾거나, 트래픽 혼잡이 발생된 NE가 존재하는 경로를 폐쇄하도록 제어한다. 즉, 후단에 있는 NE의 상태를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됨에 따라 적응제어라고 한다.

한편, 예방제어 방식은 인접 NE(2-6)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인접 NE의 상태의 양호여부를 판단하여 혼잡이 

발생한 NE(3)를 경유하지 않고, 양호한 NE(4, 5, 6)를 경유하는 라우트를 설정하여 셀을 전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접한 NE의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혼잡이 발생한 NE로 인한 셀 손실을 예방함에 따라 예방제어라고 한다. 그

러나, 이 경우에도 인접 NE의 정보밖에 알지 못한다. 즉, NE(6)의 이후에 있는 망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지 못하게 된다. 만일, 전체 네트워크의 상황을 다 알려고 하면 연산이 많이 필요함에 따라 연산지연이 발생되고 이

에 따라 셀손실이 일어남에 따라 초고속 통신에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와 같이 종래의 적응제어나 예방제어의 경우, 경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각 NE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연산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모든 네트워크의 트래픽 혼잡상태를 파악하면서 경로를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

이다.

즉, 적응제어는 이미 에러가 발생하거나 셀 손실로 이어진 후, 조치를 취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예방제어는 실시

간으로 모든 네트워크의 트래픽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현재 인접 NE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경로를 설정하게 된

다. 이에 따라 후단의 NE에 트래픽 혼잡 상태가 발생하면 적응제어와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하거나 셀 손실로 이어

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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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각 NE에서 라우팅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망관리

장치를 이용하여 현재의 각 NE별 트래픽을 계산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 뷰어(Network Topology Viewer)에 표시

하고 새롭게 접 속되는 가입자 접속서비스를 수행할 때,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내고 가입자에게 보다 적은 트래픽 혼

잡이 발생하는 라우트를 제공하기 위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의 일측면에 의하면, 네

트워크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각 NE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

여 수집된 제 1 정보와, 각 NE에 대하여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제 2 정보로부터 각 NE의 트

래픽 정보를 획득하여 각 NE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접속 라우팅 경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분류된 트래픽 등급에 의하여 트래픽이 적은

유니트 또는 포트를 선정하는 단계와, 그 선정된 유니트/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가입자 접속을 위한 가상 경로 식별자/

가상채널 식별자(virtual path identifier/virtual channel Identifier, 이하 VPI/VCI라고 함)를 선택하여 최종 접속 라

우팅 경로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의 일측면에 의하면,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망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NE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입력받아 시작점 및 종단점간에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와, 그 선택된 경로에 대

하여 경로별 대상 유니트, 그 유니트별 보유 포트,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하는 단계와, 해당 포트별 해

당 가입자의 트래픽 혼잡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가중치가 최하인 포트를 선택하여 그 선택된 포트에서 시작점

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하는 단계와, 그 설정된 경로정보를 해당 NE에 전송하여 해당 구간간의 크로스-커넥션(

Cross-Connection)을 설정하게 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또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매체의 일측면에 따르면,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네트워크를 통해 각 NE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여 수집된 제 1 정보와, 각 NE에 대하여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제 2 정보로부터 각 NE의 트래픽 정보를 획득하여 각 NE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

는 단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접속 라우팅 경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분류된 트래픽 

등급에 의하여 트래픽이 적은 유니트 또는 포트를 선정하는 단계와, 그 선정된 유니트/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가입자 

접속 VPI/VCI를 선택하여 최종 접속 라우팅 경로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록매체의 일측면에 따르면,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 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망관리 네트

워크를 통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NE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입력받아 시작점 및 종단점간에 링크 및 토폴로

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와, 그 선택된 경로에 대하여 경로별 대상 유니트, 그 유니트별 보유 포트

,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하는 단계와, 해당 포트별 해당 가입자의 트래픽 혼잡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

하여 가중치가 최하인 포트를 선택하여 그 선택된 포트에서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하는 단계와, 그 설정

된 경로정보를 해당 NE에 전송하여 해당 구간간의 크로스-커넥션을 설정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살펴보자.

도 3는 본 발명에 따른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는 통신망의 라우팅 설정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개념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NMS 서버(10)에서는 DB에 수집된 경보정보와 각 NE에 할당된 모든 가입자 별로 트래픽 디스크립

터(Traffic Descriptor), 가입자 등급(Class of Service: CoS), 품질 등급(Quality of Service: QoS), 서비스 종류(Ty

pe of Service: ToS)를 가입자별로 계산하여 가중치 산정 가중치로 하여 트래픽 등급을 분류한 후, 얻어낸 가중치를 

NE 별(Shelf 별 : 지역별)로 새로운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할 때, 망관리장치에서 자동으로 가장 트래픽이 적은 유니

트 혹은 포트를 선정하고, 선정된 유니트/포트에서 가능한 가입자 접속 VPI/VCI 를 검색하여 최적의 VPI/VCI(L1, L2

, L3, L4)를 제공한다. NMS 클라이언트(20)에서는 그 모든 라우트중 하나의 라우트를 선택하여 최적의 PVC/SVC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NMS 서버(10)에 의한 이러한 망제어 방식을 '예측 제어'(Forecasting Control)라고 하기로 하자. 즉, 적응제어에서와

같이 미리 라우트를 설정해 놓되, 예방제어에서 인접한 NE의 정보를 참조하여 라우팅을 수행하는 것을 확대하여 인

접 NE 뿐만 아니라 망관리장치를 이용하여 모든 NE의 정보를 파악하여 그중에서 최적의 라우팅경로를 설정하게 한

다는 것이다.

NMS 서버(10)는 통신망을 관리할 때, 네트워크를 통해 각 NE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들과, 

각 NE에 대하여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각 통신망 NE의 이용가능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망 관리 명령이 수신되는 경우, 해당 NE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들과 트래픽 등급을 이용하

여 명령에 따른 통신망 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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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각 NE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여 수집되는 정보에는 알람발생 여부 정보, 각 NE간의 홉(Ho

p)수 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각 NE에 대하여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즉, 각 NE에 할당된 가입자별 트래픽 디스크립터(Traffic Descriptor), CoS, QoS, ToS 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가중치에 의한 트래픽 혼잡도를 계산하기 위한 트래픽 파라메터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변수 세부항목

알람 정보 Critical / Major / Minor

홉(Hop)수 최대 12 Hop

대역폭 사용량 [ ] bps

트래픽 디스크립터 PCR / SCR / MBS / CDVT

CoS CBR/UBR/rt-VBR/nrt-VBR/ABR/GFR

QoS TM 3.0/4.0

ToS POTS/ISDN/xDSL/VoDSL/ATM

표 1에 열거된 각 트래픽 파라메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각 트래픽 파라메터가 각 NE의 트래픽을 결정하는 중

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가입자의 라우팅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보다 트래픽량이 적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각 NE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NE간에 홉수가 얼마가 되는지의 여부, 해당 NE에 어떠한 알람이 발생했으며, 그 알람의 정도는 어떠한지, 해당 

NE에 할당된 가입자의 대역폭 사용량, 트래픽 디스크립터의 특성, CoS, QoS, ToS는 어떤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

요한 것이다.

해당 NE에 알람이 발생했을 경우, 그 알람의 심각도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여러단계로 구분하여 예를 들면, 치명적

인 알람(Critical) / 중대한 알람(Major) / 경보적인 알람(Minor)등으로 구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알람이 발생되지 않은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에 따라 일단 알람이 발생된 경로는 제외시켜 놓

되, 각 알람의 단계에 따라 차선적인 후속조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NE간의 홉수가 가능한한 적은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최대 홉수가 12홉수 이상이

면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홉수가 적은 경로중에서 먼저 택하고, 홉수가 동일한 경우라면 다른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역폭 사용량에 있어서, 기존의 통신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NE의 대역폭 사용량이 소정의 임계치 이하인지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역폭 사용량이 가능한 50%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며, 대역폭 사용량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증설이 필요한 회선으로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역폭 사용량이 70%이상이 된다는 것은,

대역폭 사용량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 이상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CoS에 따라, 해당 NE의 트래픽 사용량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CoS는 가입자가 회선을 신설할때 설정

되는 것으로, 해당 NE에 할당된 가입자 회선이 사용하는 트래픽량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S가 

CBR인 경우에는 대역폭의 사용량에 있어서 가변적이지 않고, 실제 가입자가 사용하는 대역폭이 어느정인가에 상관

없이 고정되어 있는 양의 대역폭을 차지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NE의 트래픽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래픽 등급을 분류할 때는, 각 NE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에 의하여 해당 NE에 대한 사용 가

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 사용가능한 경우에,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각 NE에 대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게 된다.

NMS 서버(10)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요청되는 각 명령에 따라 여러 가지 통신망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접속 라우팅 경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에서 분류된 트래픽 등급에 

의하여 트래픽이 적은 유니트 또는 포트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유니트/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가입자 접속 VPI/VCI를

선택하여 최종 접속 라우팅 경로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회선 증설이 필요한 통신망 구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NE에 대하여 각 NE의 정보와 트래픽 등급

을 이용하여 회선 증설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NMS 서버에 의해 수집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가입자의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동

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여 NMS 서버에 의해 수집된 트래픽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가입자의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흐름을 살펴보자.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 NMS 클라이언트(20)로부터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NE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입력받

는다(S1). NE의 시작점 및 종단점이 입력되면,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그 시작점 및 종단점간에 설정 가능한 경로

를 검색한다(S2). 이에 따라 여러 개의 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경로에 대하여 경로별 대상 유니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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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별 보유 포트,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S3).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할 때는 알람정보를 각 유니트별/포트별로 분석하여 각 경로별로 트래픽 항목에

서 분류한다. 아울러, 포트/유니트의 대 역 사용량(Bandwidth Utilization)을 계산하여 가장 적은 사용 유니트/포트를

계산한다.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할때는 시작점과 종단점간의 가장 적은 수의 홉을 통과하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선택의 조건으로 삼는다. 만일, 같은 수의 홉을 통과하는 경로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역폭 사용량이 가장 

낮은 트렁크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큰 경로가 선택되면, 이제는 각 경로에 대하여 해당 포트별 해당 가입자의 트래픽 혼잡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

산한다(S4). 가중치를 계산한 후에는 그 가중치가 최하인 포트를 선택하여(S5) 그 선택된 포트에서 시작점과 종단점

의 VPI/VCI를 설정한다(S6). VPI/VCI를 2개 이상 선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VPI/VCI를 선정하도록 한다.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할 때는, 트래픽 디스크립터를 제 1우선 순위로 하고, 가입자 등급, 품질 등급, 서

비스 종류를 제 2 우선순위으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부여된 가중치를 가입자별로 합산하여 전체 가중치

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렇게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가 설정되면, 그 설정된 경로가 허용 임계치내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판

단한다(S7). 설정된 경로가 허용 임게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된 경로정보를 해당 NE에 전송하여 해당 

구간간의 크로스-커넥션을 설정하게 한다(S8).

최종적인 경로가 선택되기까지 NE/셀프/슬롯/포트의 VPI/VCI를 순차적으로 NMS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뷰어 표시

하게 하여, 운용자로 하여금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라우팅 결과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고, 차후의 트래픽 가중치에 반영하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NMS 서버에 의해 수집된 트래픽 정보를 이용하여 트래픽 혼잡에 의한 에러가 발생되었을 때 

우회경로를 검색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여 NMS 서버에 의해 수집된 트래픽정보를 이용하

여 신규 가입자의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흐름을 살펴보자.

트래픽 혼잡에 의하여 에러가 발생된 NE로부터 에러가 발생되거나 셀손실이 접수되는 경우(S11), NMS 클라이언트(

20)로 해당 NE의 에러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S11). 그 후 NMS 클라이언트(20)로부터 우회 경로을 검색하라는 명령

이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S13), 우회 경로 검색 명령이 수신된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NMS 클라이언트(20)

로부터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NE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입력받는다(S14). 아울러, NMS 클라이언트(20)로부

터 우회경로 검색에 사용할 트래픽 파라메터에 대한 설정을 받는다(S15). 이 때 설정받을 트래픽 파라메터에는 각 N

E에 할당된 가입자 별 트래픽 디스크립터(Traffic Descriptor), CoS, QoS, ToS 등이 포함된다. 즉, 우회 경로 검색시

각 파라메터에 대한 가중치 설정하는데 있어서 NMS 클라이언트(20)로부터 입력되는 값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NE의 시작점 및 종단점과 그에 따라 각 트래픽 파라메터들이 입력되면,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그 시작점 및 종단점간에 설정 가능한 경로를 검색하여 적절한 경로를 선택한다(S16). 이에 따라 여러개의 경로

가 선택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경로에 대하여 경로별 대상 유니트, 그 유니트별 보유 포트,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

속 현황을 분석하게 된다(S17).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할때는 알람정보를 각 유니트별/포트별로 분석하여 각 경로별로 트래픽 항목에

서 분류한다.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할때는 시작점과 종단점간의 가장 적은 수의 홉을 통과하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선택의 조건으로 삼는다. 만일, 같은 수의 홉을 통과하는 경로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역폭 사용량이 가장 

낮은 트렁크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중간 경로가 선택되면, 이제는 각 경로에 대하여 해당 포트별 해당 가입자의 트래픽 혼잡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한다(S18). 가중치를 계산한 후에는 그 가중치가 최하인 포트를 선택하여(S19) 그 선택된 포트에서 시작점과 종

단점의 VPI/VCI를 설정한다(S20).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할 때는, 트래픽 디스크립터를 제 1우선 순위로 하고, 가입자 등급, 품질 등급, 서

비스 종류를 제 2 우선순위으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가 설정되면, 그 설정된 경로가 허용 임계치내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판

단한다(S21). 설정된 경로가 허용 임게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된 경로정보를 NMS 클라이언트(20)에 

전송하여 어떠한 경로가 설정되었지를 알려주고, NMS 클라이언트(20)로부터 그 경로를 사용 해도 좋다고 하는 경로

확인신호가 수신되는지를 판단하여(S23), 경로확인 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설정된 경로를 해당 NE에 전송하여 해당

구간간의 크로스-커넥션을 설정하게 한다(S24). 한편, NMS 클라이언트(20)로부터 그 경로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경로확인신호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회 경로 검색에 사용할 트래픽 파라메터를 설정받는 모드를 수행하여 다

른 경로를 찾아보도록 한다.

한편, NMS 클라이언트(20)에서는 NMS 서버(10)로부터 제공되는 전체 NE의 트래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에 따라 

각종 망정보를 조회 또는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알람 정보를 관리할 수 도 있다. NMS 클라이언트(20)에서는 망관리 뷰어를 구동시켜 운용자의 입력을 받

아 망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메인 화면 경보관리 메뉴를 구동한다. 메뉴는 메뉴바 혹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아이콘의 

팝업메뉴를 통해 구동될 수 있다. 단 아이콘위에서 팝업 메뉴를 구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구동된 위치에서 위치정보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동한 위치의 경보만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때 필터링 조건 설정 화면에서 다른 위치

정보로 변경할 수 있다.

경보관리의 탭윈도우에서 선택된 위치정보에 대한 실시간 경보관리를 선택한다. 시스템에서 발생된 경보가 실시간으

로 SNMP 트랩에 의해 NMS 서버(10)에 송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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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트랩을 수신한 NMS 서버(10)는 데이터 베이스에 수신 경보 정보를 저장하고, 세션이 등록된 클라이언트

에 대하여 경보를 송신한다. NMS 클라이언 트(20)는 그 수신한 경보를 뷰어의 화면에 표시한다.

또한, NMS 클라이언트(20)에서는 네트워크-서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NE-랙-셀프-슬롯(유니트) 및 포트, 채

널(VPI/VCI, DLCI, 타임 슬롯, IP, AID 등)별로 트래픽을 측정할 수 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NMS 클라이언트(20)는 뷰어의 메인 화면 메뉴에서 운용자의 입력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위한 메뉴

항목을 구동한다.

랙(Rack)/셀프(Shelf) 네트워크 토폴로지 뷰어(NE Viewer)화면에서 트래픽 측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랙/셀프 아이콘

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를 구동한다. 팝업 메뉴에서 트래픽 관리/트래픽 측정 항목을 선

택하면, 해당 화면이 표시된다. 그 표시된 항목중에서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측정 항목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위치별 : (네트워크-서브네트워크)-NE-랙-셀프-슬롯(유니트)-포트

조건별: 업링크/다운링크 셀 카운트, QoS, PCR,/SCR/BT/CDVT

측정 동작여부: 스타트/스톱

다른 위치 정보에 대한 트래픽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화면의 소정위치에 표시된 네트워크 토폴로지 트리에서 원하는 

위치 항목을 선택한다.

트래픽 측정 결과는 그래프 혹은 테이블로 화면의 소정위치에 표시한다. 측정된 트래픽 정보는 구성관리, 연결관리, 

성능관리, 가입자 관리에 반영하여 향후, 트래픽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아울러, NMS 서버(10)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NE 정보와 링크 접속 정보 를 조회하여 소스(Source) NE와 목적

지(Destination) NE를 지정하면,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연결된 경로중에서 최소의 NE를 거치는 경로를 찾는다.

검색한 경로중에서 가입자 접속정보를 지정할 포트의 QoS값을 조회하여 QoS가 가장 작게 지정된 포트를 찾아서 설

정한다. 즉, 가중치가 최소인 값을 갖는 포트를 검색한다.

또한, NMS 클라이언트(20)에서는 각종 트래픽 파라메터를 설정할 수 있다. 즉, 뷰어의 연결관리 화면이 표시되면,소

정의 트리에서 가입자 종단점의 셀프를 선택한 후, 뷰어 화면에서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경로가 표시되면, 경로중에

서 작업을 수행할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한 경로의 셀프, 경보정보, 유니트 실장정보가 표시되면, 경로별 유니트를 선택하여 포트를 나타나게 한 후, 마우

스를 이용하여 드래그(시작) 또는 드롭(종료)을 한다. 단 시작점은 반드시 CO/CS이 된다. 윈도우에 표시된 설정 파라

메터에 값을 입력하거나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는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다.

VP/VC의 선택, PVC를 위한 경로별 ATM VPI/VCI의 설정, 중첩 여부 자동확인, xDSL 종단점 포트 프로비젼 윈도우

(Port Provision Window)의 실행, CoS를 선택(CBR, rt-VBR, nrt-VBR, UBR, GFR), ToS(POTS, PSTN, ISDN-B

RI, ISDN-PRI, Nx64, ADSL, VDSL, SHDSL, LAN VoIP, VoDSL, VoATM, VoIPoATM) 등 다양한 파라메터를 설

정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라우트 설정이 NE에 의존하던 것과 다르게 망관리장치 (NMS/EMS)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

를 분석하여 라우팅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라우팅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망관리장치를 이용하면 분석된 통계적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라우트 설정기능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법보다 다양하고 빠르고 손쉽게 네트워크 크로스-커넥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연결 정보는 망관리장치에 의해 소스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중간 경로의 모든 정보와 가능한 포트/채널(VPI/V

CI)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채널(VPI/VCI)을 찾아준다. 이렇게 찾은 VPI/VCI 의 개수는 

운용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0 개가 주어지고 운용자는 10개중에 하나의 연결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이, 망관리 장치를 통해서 가입자 연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Parameter)와 트래픽 팩터(Traffic Factor)를

고려하여 트래픽을 사전에 예측하고 로드(Load)를 분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망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각 통신망 구성요소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여 수집된 제 1 정보와, 각 통신망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제 2 정보로부터 각 통신망 구성요소의 트래픽 정

보를 획득하여 각 통신망 구성요소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접속 라우팅 경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분류된 트래픽 등급에 의

하여 트래픽이 적은 유니트 또는 포트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유니트/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가입자 접속 VPI/VCI를 선택하여 최종 접속 라우팅 경로로 설정하는 단계

를 수행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에서,

상기 망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는, 망관리 장치(NMS/EMS) 네트워크인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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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정보는,

알람발생 여부 정보, 각 통신망 구성요소간의 홉수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정보는,

각 통신망 구성요소에 할당된 가입자 별 트래픽 디스크립터(Traffic Descriptor), CoS, QoS, ToS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정보에 의하여 해당 통신망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판단 결과, 사용가능한 경우에, 상기 제 2 정보를 사용하여 각 통신망 구성요소에 대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6.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망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통신망 구성요소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입력받아 상기 시작점 

및 종단점간에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와,

그 선택된 경로에 대하여 경로별 대상 유니트, 그 유니트별 보유 포트,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하는 단

계와,

해당 포트별 해당 가입자의 트래픽 혼잡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가중치가 최하인 포트를 선택하여 그 선택된 포

트에서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경로정보를 해당 통신망 구성요소에 전송하여 해당 구간간의 크로스-커넥션을 설정하게 하는 단계를 수

행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는,

상기 시작점과 종단점간의 가장 적은 수의 홉을 통과하는 경로는 선택하는 단계와,

같은 수의 홉을 통과하는 경로가 복수인 경우, 대역폭 사용량이 가장 낮은 트렁크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알람정보를 각 유니트별/포트별로 분석하여 각 경로별로 트래픽 항목에서 분류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

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트래픽 디스크립터를 제 1우선 순위로 하고, 가입자 등급, 품질 등급, 서비스 종류를 제 2 우선순위으로 하여 가중치

를 부여하는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

청구항 10.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

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망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각 통신망 구성요소의 구성현황 및 접속상태에 대하여 수집된 제 1 정보와, 각 통신망

구성요소에 대하여 기설정된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제 2 정보로부터 각 통신망 구성요소의 트래픽 정

보를 획득하여 각 통신망 구성요소의 이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트래픽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접속 라우팅 경로 설정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분류된 트래픽 등급에 의

하여 트래픽이 적은 유니트 또는 포트를 선정하는 단계와,

상기 선정된 유니트/포트에서 사용 가능한 가입자 접속 VPI/VCI를 선택하여 최종 접속 라우팅 경로로 설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기록매체.

청구항 11.
트래픽 정보를 이용한 가입자 라우팅 설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

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디지탈 처리장치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기록매체에 있어서,

망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통신망 구성요소의 시작점 및 종단점을 입력받아 상기 시작점 

및 종단점간에 링크 및 토폴로지에 따라 설정 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단계와,

그 선택된 경로에 대하여 경로별 대상 유니트, 그 유니트별 보유 포트, 해당 포트별 가입자 접속 현황을 분석하는 단

계와,

해당 포트별 해당 가입자의 트래픽 혼잡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가중치가 최하인 포트를 선택하여 그 선택된 포

트에서 시작점과 종단점의 VPI/VCI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설정된 경로정보를 해당 통신망 구성요소에 전송하여 해당 구간간의 크로스-커넥션을 설정하게 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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