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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과 데이터 버스트생성방법

요약

본 발명은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과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광 버

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진입 노드에서 히스테리시스 성질을 이용한 큐잉(queueing) 모델로 데이터 버스트를 생

성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버스트 생성방법은, 첫번째 패킷이 큐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타이머가 시작되어 타이머 값이 임계치 보다 

크거나, 또는 임계치 이하이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  보다 큰 경우에 새로운 버스트를 생성하는 제1과정과,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high )보다 크면 카운트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되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보다 작으

면 카운트 숫자가 1씩 감소하게 되는 제2과정과,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상한, 하한치와 비교되어 상한치를 넘게 

되면 버스트 크기가 증가하고, 하한치를 넘게 되면 버스트 크기가 감소하는 제3과정과, 상기 타이머 값을 0으로 리셋

시키고 제1과정으로 돌아가는 제4과정으로 구성된다.

대표도

도 11

색인어

오프셋시간, MPLS, 제어패킷, 히스테리시스 성질, 단계형 버스트 크기결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JET 프로토콜을 이용한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 지연 예약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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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노드 기능 모델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2에서 진입 노드의 상세 기능 모델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에 의해 여러 개의 IP 패킷을 하나의 광 데이터 버스트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구조도이다.

도 6은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 코어 노드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제어패킷에서 버스트 크기와 오프셋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클래스 m FIFO 큐 모델이다.

도 9는 도 8의 큐 모델에 있어서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 변환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성질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단계형 버스트 크기의 결정 구조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유동적인 버스트 크기 결정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 다.

도 12는 자기 유사성을 갖는 트래픽의 ON/OFF 분포 모델이다.

도 13a 내지 도 13e는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트랙픽 모델이다.

도 14는 포아송 트래픽 모델에서 입력 트래픽 로드에 따른 평균 데이터 버스트 크기의 변화량을 비교한 도면이다.

도 15는 입력 트래픽 로드 0.5를 갖는 트래픽 모델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 버스트 크기를 보여주는 도면이

다.

도 16은 고정/유동적 데이터 버스트 크기에 있어서 포아송 트래픽 모델에 대한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여주

는 도면이다.

도 17은 고정/유동적 데이터 버스트 크기에 있어서 포아송 트래픽 모델에 대한 타이머 동작 횟수를 비교한 도면이다.

도 18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 트래픽 모델에 대한 입력 로드에 따른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9는 서로 다른 트래픽 모델에 있어서의 타이머 유무에 따른 평균 지연시간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0은 도 19에서 타이머가 있을 경우 확대도면이다.

도 21은 종래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한 버스트 생성방법의 코어 라우터에서 데이터 버스트의 연속 블록킹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 10 : 진입 노드

10a : 패킷 어셈블러 10b : 오프셋 시간 생성기

10c : 제어패킷 생성기 20 : 출구 노드

30 : 코어 노드 30a : 제어패킷 프로세서

30b : MPLS 제어평면 32 : 제어패킷

32a : 레이블 32b : 파장 식별자

32c : CoS 필드 32d : 오프셋 시간

32e : 버스트 크기 32f : CRC

33a : 보호시간 33b : Sync

34 : 데이터 버스트 36 : 제어 평면

B : 버스트 크기 C : 분류기

LIT : 레이블 정보 테이블 Q high ,Q low : 변화 조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과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광 버

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진입 노드에서 히스테리시스 성질을 이용한 큐잉(queueing) 모델로 데이터 버스트를 생

성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트래픽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5년에 음성 트래픽의 10배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파장분할 다중화(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WDM) 전송, 광 스위칭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IP 네트워크와 광 기술의 발전을 볼 때, 차세대 인터넷은 많은 인터넷 트래픽을 WDM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문제에 달

려 있다.

광 WDM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점대점(point to point) 전송 방식에서 비동기 전송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

de : ATM) 스위칭 계층과 동기 디지털 계층(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 SDH) 전송 계층을 제거하여, 다중 프

로토콜 레이블 스위칭(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MPLS) 파장 라우팅 방식의 WDM네트워크의 형태로 진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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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광(all optical) 계층의 전송형태는 빠른 전송능력 뿐만 아니라 비트율(bit rate)과 코딩 형태의 투명성(Tran

sparency)을 보장해 준다.

현재의 회선 교환방식의 파장 라우팅 매커니즘은 버스티(bursty) IP 트래픽을 전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장 라우팅 방식은 버스티 트래픽에 대하여 낮은 대역폭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낮은 입상(粒狀, granularity)

을 보인다.

광패킷 스위칭 방식은 대역폭 이용률 및 지연, 적응성에 있어서 현재의 파장 단위의 스위칭을 기반으로 하는 광 인터

넷에 있어서 높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패킷 스위칭 기술은 광 메모리 및 광 영역에서의 신호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광 버스트 스위칭 기술은 IPoW(IP over WDM)의 상기 회선 교환 스위칭 기술과 광패킷 스위칭의 장단점을 제한된 

광 버퍼를 사용하여 보완함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상기 광 버스트 스위칭(Optical Burst Switching : OBS) 기술은 중간 노드에서 광 버퍼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

다.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 데이터는 중간 노드에서 버퍼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송되는 반면에, 패킷 스위칭에서는 각 

패킷이 각각의 중간 노드에서 저장되고 포워딩 된다.

회선 교환 방식의 광 스위칭 기술에 비하여 광 버스트 스위칭은 높은 대역폭 이용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각각의 파장이 통계적인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각의 버스트에 필요한 오프셋(offset) 시간은 회선 라우팅 네트워크에서의 파장 설정 시간보다 낮기 때문에 

짧은 종단간(end to end) 지연시간을 갖는 장점이 있다.

상기 버스트는 서로 다른 파장으로 분리되어 전송되는 버스트 헤더(burst header)와 데이터 버스트(data burst) 두 

가지로 이루어 진다.

상기 데이터 버스트와 버스트 헤더의 제어패킷은 스위칭에 필요한 버스트 크기, 오프셋 시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데이터 버스트 형식에 대한 예는 Yijun Xiong에 의하여 제안(YiJun Xiong, 'Control Architecture in Optical Burst-

Switched WDM Networks', JSAC, Vl. 18, No. 10, October 2000)되었지만, 제어패킷에 대한 구조는 아직까지 없

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에지 노드에서 에지 라우터는 여러 개의 IP 패킷들을 모아서 버스트를 생성한다.

데이터 버스트는 크기에 있어서 변화가 적어야 한다.

많은 변화는 QoS를 위한 여분의 많은 오프셋 시간을 요구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지연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트 크기에 있어서 작은 변화량을 갖고 높은 이용률을 갖는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이 요구된다.

타이머 카운터를 이용한 버스트 생성 알고리즘은 An Ge, Franco Callegati에 의하여 제안되었다(An Ge, Franco Cal

legati, 'On Optical Burst Switching and Self-similar Traffic, IEEE, Comm Vol.4, No.3, March 2000).

그러나 상기 알고리즘은 데이터 버스트 크기가 입력 로드에 따라서 최적화 되지 않아서 낮은 입력 로드(offered load)

에는 낮은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이고, 버스트 크기에 있어서도 큰 변화량을 갖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타이머 카운트 방식의 버스트 생성 알고리즘은 코어 라우터에서 데이터 버스트의 연속적인 블록킹(continuous 

blocking)이 일어날 확률이 큰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도 21에서 진입노드 A와 B가 같은 타이머 주기(T period-A = T period-B )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어

패킷이 노드 X에 대역폭을 예약하려고 요청한다고 하자.

그러면 데이터 버스트는 낮은 입력 트래픽 부하에서 주기적으로 생성된다.

이러한 타이머 카운터 기반의 방법은 대역폭을 예약하는데 있어서 연속적인 블록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MPLS 기반의 광 버스트 스위칭 제어패킷의 구조를 구

현하여 MPλS를 광 버스트 스위칭 제어 평면에 적용할 수 있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과 낮은 타이머 동작 횟수를 보이며 버스티니스(burstiness)가 증가

함에 따라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제공함으로써 대역폭 예약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블록킹의 문제를 감소

시키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버스티 입력 트래픽에서 최대 큐잉 지연시간을 제한하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요구되

는 버스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

는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소오스 호스트로부터의 각 패킷 을 해당 목적 호스트로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스위칭되는 레이블과,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의 채널과 스위칭을 위한 파장 식별자와, 서로 다른 클래스를 제공

하는 CoS 필드와, 제어패킷과 데이터 버스트의 도착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오프셋 시간과, 상기 데이터 버스트의 크

기와, 상기 데이터 내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주기적 덧붙임 검사에 사용되는 CRC를 포함하

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첫번째 패킷이 큐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타이머가 시작되어 타이머 값이 

임계치 보다 크거나, 또는 임계치 이하이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  보다 큰 경우에 새로운 버스트를 생성하는

제1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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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high )보다 크면 카운트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되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보다 작으

면 카운트 숫자가 1씩 감소하게 되는 제2과정과,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상한, 하한치와 비교되어 상한치를 넘게 되면 버스트 크기가 증가하고, 하한치를 넘게 되

면 버스트 크기가 감소하는 제3과정과,

상기 타이머 값을 0으로 리셋시키고 제1과정으로 돌아가는 제4과정을 포함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데

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구 조에 대해 설명한다.

1980년대 이후로 TAG(Tell-And-Go), IBT(In-Band-Terminator), RFD(Reserve-a-Fixed-Duration)와 같은 다

양한 전기적 버스트 스위칭 기술이 제안되었다.

상기 TAG 기술은 빠른 회선 스위칭 기술과 유사하고, 데이터 버스트를 전 회선에 걸쳐서 대역폭이 성공적으로 예약 

되었다는 확인없이 전송한다.

상기 IBT 기술은 제어패킷이 처리되고 IBT가 검출되기 까지의 대역폭을 예약한다.

상기 RFD 기반의 버스트 스위칭에서는 대역폭이 각각의 제어패킷에 의해서 명시된 기간동안 예약된다.

그래서 시그널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대역폭 예약을 제공한다.

JET(Just-Enough-Time)는 광 영역에서의 상기 RFD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트 스위칭 프로토콜이다.

상기 JET는 오프셋 시간(offset time)과 지연 예약(delayed reservation)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상기 두 가지 특징은 JET를 다른 TAG 기반의 예약 광 버스트 스위칭 프로토콜이나 다른 방식보다 광 버스트 스위칭

에 적합하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JET는 제어패킷을 전기적 영역에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채널의 스위칭을 광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제어패킷이 데이터 버스트 보다 앞서서 보내지고, 앞서서 보내지는 제어패킷은 뒤에 따르는 데이터 버스트와 오

프셋 시간 만큼 분리되며 이것은 소스 노 드(source node)에서 보내어진다.

또한 여분의 오프셋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JET는 광영역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제어패킷은 데이터 버스트를 광 채널을 통하여 라우팅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버스트 길이, 오프셋 시간 

등)를 가진다.

JET의 다른 특징인 지연 예약은 각 링크에 대하여 데이터 버스트의 지속시간에 필요한 대역폭만을 예약하게 된다.

예를 들어 t 1 '을 첫번째 제어패킷이 도착한 시간이라고 하고, 제어패킷이 처리되어, t 1 (the time data burst arrive

s at a node)부터 t 1 + l 1 (data burst duration) 까지 대역폭이 예약된다고 하면, 이것은 대역폭 이용률을 높이고 

데이터 버스트가 버려지는 확률을 줄이게 하는 것이다.

JET 프로토콜을 이용한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 지연 예약을 보여주는 도 1에도시된 바와 같이, t 2 > t 1 +l 1 (case1

)와 t 2 < t 1 (case2)의 두 가지 경우에 데이터 버스트의 길이가 각각 t 1 -t 2 보다 짧다면 두번째 데이터 버스트는 

모두 버려지지 않으나, TAG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t' 2 에 도착한 데이터 버스트는 버려진다.

도 2는 광 버스트 스위칭 IPoW(IP over WDM) 네트워크(1)의 기능 모델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진입 노드(10,ingress node)에서 에지(Edge) 라우터는 데이터 버스트(34)의 크기와 오프셋 시간을 결정한다.

출발, 도착지 및 서비스의 질(QoS)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어패킷(32)은 데이터 채널과 분리되어 전송되며 이에 뒤따

라 데이터 버스트(34)는 오프셋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전송된다.

제어패킷(32)은 각각의 중간 노드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어 처리되며, 코어 노드(30)에서는 대역폭이 데이터 버

스트(34)의 전송 시간동안 만큼 예약된다.

트래픽 공학에 있어서 블록킹률(blocking rate), 지연시간 그리고 제어패킷의 처리시간은 측정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정보는 진입 노드(10)에서 광 경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구 노드(20,egress node)에서 데이터 버스트(34)가 여러 개의 IP 패킷들로 분해되어진다.

도 3은 도 2에서 진입 노드(10)의 상세 기능 모델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티 IP 트래픽은 패킷 어셈블러(10a)에서 데이터 버스트 형태로 모아진다.

모아진 데이터는 IP 트래픽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기(C)에 의해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진다.

IPv6에서 트래픽은 적체제어된(congestion-controlled) 트래픽과, 비적체제어된(non-congestion-controlled) 트래

픽으로 나누어 진다.

비적체제어된 트래픽의 경우, 트래픽은 블록킹률에 따라서 8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8개 혹은 8개 이상의 클래스의 수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파이버(포트 번호), 파장 등의 특정 사항을 포함하는 라우팅 정보와 QoS 정보이다.

서로 분리된 큐를 통한 패킷 어셈블링은 통합 큐를 이용한 방법보다 더 좋은 클래스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러 개의 IP 패킷을 하나의 광 데이터 버스트로 만드는 데는 도 4a처럼 필요할 때마다 IP 패킷을 분리하는 방법과, 

도 4b처럼 앞의 데이터 버스트를 빈(idle) 데이터로 채워 넣고 IP 패킷은 뒤의 데이터 버스트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있

다.

전자의 방법은 높은 대역폭 이용률을 제공하는 한편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에서 복잡하고, 후자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스템을 요구하나 낮은 대역폭 이용률을 나타내어, 광 버스트 스위칭에 있어서 진입 노드와 출구 노드에서는

처리 부담이 매우 크므로 후자의 방법이 적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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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의 광 버스트 길이 결정 단계에서 버스트 크기는 입력 IP데이터(큐 길이), QoS 등에 따라서 결정되고, 오프셋 시

간은 버스트의 길이와 클래스의 등급에 따라 오프셋 시간 생성기(10b)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등급이 높은 클래스의 트래픽에는 여분의 오프셋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블록킹률을 갖게 된다.

제어패킷 생성기(10c, Control packet generator)는 오프셋 시간, 버스트 크기, 클래스 번호등을 담은 제어패킷(32)

을 생성한다.

버퍼에 있는 데이터는 스케쥴링되고 전송을 위한 프레이밍을 거친 후 정해진 파이버를 통하여 전송된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MPLS 기반의 광 버스트 스위칭 제어패킷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의 명시적인 라우팅(explicit routing)과 빠른 스위칭을 통하여 트래픽 공학

의 메커니즘이 제공된다.

광 버스트 스위칭(OBS)의 에지(edge) 및 코어(core) 노드에서의 전체 과정은 MPLS를 OBS 제어 평면에 적합하도록

수정함으로써 가능하다.

MPλS에 있어서 각각의 노드의 레이블 정보 테이블(LIT)은 LSP(Labeled Switched Path)를 설정하기 위해서 파장 

단위의 레이블이 이용된다.

MPλS를 이용한 제어 평면은 OBS 네트워크가 부담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정의, 레이블 할당, 트래픽 엔지니어링과 

같은 문제를 줄여준다.

MPλS를 OBS 제어 평면에 적용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어패킷을 도 5에 도시하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패킷(32)이 레이블(32a), 파장 식별자(32b), CoS 필드(32c), 오프셋 시간(32d), 버스트 크기(3

2e), CRC(32f,Cyclic Redundancy Check)를 포함하는 구조이다.

상기 레이블(32a)은 다른 소오스 호스트(Source Host)로부터의 각 패킷을 해당 목적 호스트(Destination Host)들로 

빠르게 전송하기 위하여 스위칭된다.

상기 레이블(32a)은 20비트로서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스트 데이터가 코어 노드(30)로 보내지는 경우, 제어패

킷 프로세서(30a)는 제어패킷을 받아 처리하고 버스트 크기, 오프셋 시간, 입력 정보 등을 알아낸 후 출력 포트, 파장 

그리고 레이블을 알아내기 위해서 MPLS 제어 평면(32b)을 통해 레이블 정보 테이블(LIT)을 검색한다.

상기 파장 식별자(32b)는 광 버스트 스위치에서의 채널과 스위칭을 위해 제어패킷(32)에 포함된다.

현재 단일 광 섬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장의 수가 수백 여개가 되므로 본 발명에서는 파장 식별자에 16비트를 할당

한다.

MPLS는 현재 3 비트의 CoS 필드(32c)를 통하여 8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를 제공하여 전체 제어패킷(32)의 길이는 8

비트의 배수가 유리하므로 본 발명에서는 CoS 필드(32c)에 4 비트를 할당한다.

상기 오프셋 시간(32d)은 제어패킷(32)과 데이터 버스트의 도착 시간의 차이를 지칭하며, 제어패킷(32)의 경쟁과 처

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프셋 시간(32d)은 이산적인(discrete) 형태로 정량화 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오프셋 시간(32d)을 256 단위로 설정하였고, 상기 오프셋 시간(32d)은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

서 TTL(Time To Live)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버스트 크기(32e)의 최소치는 전기적인 처리 속도와 스위칭 속도 그리고 IP 패킷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

다.

제어 채널의 전기적인 처리 속도는 단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제어패킷(32)의 수를 제한시키며 이것은 광 채널의 

데이터 버스트의 숫자를 제한한 다.

또한 스위칭 속도는 데이터 버스트 크기(32e)를 제한한다.

높은 대역폭 이용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버스트 전송 시간(burst size/optical channel speed)이 스위칭 

시간보다 커야 한다.

데이터 버스트 크기(32e)는 단일 IP 패킷의 최대 크기(65,535 byte) 보다 커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 요소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최소 데이터 버스트 크기는 65kbyte 정도이다.

버스트 크기(32e)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 7과 같은 버스트 크기(32e)와 오프셋 시간(32d)과의 관계를 보

였다.

도면에서 보듯이 높은 클래스(class2)에 낮은 블록킹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오프셋 시간(extra2)을 부여함

으로써 낮은 클래스(class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오프셋 시간이 주어진다.

높은 클래스(class1)의 여분의 오프셋 시간(extra1)은 낮은 클래스(class 0) 데이터 버스트 크기(32d)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므로, 데이터 버스트의 최대 크기는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IP 패킷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지연시간에 

의하여 제한된다.

최대 크기의 데이터 버스트 전송 시간을 TS max 라고 하고 OBS 네트워크가 100% 분리 정도(isolation degree), 즉 

TS max = extra1(2)이며 n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최상위 클래스의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

워크에서의 최대 지연시간은 기본 오프셋 시간(T min ) + TS max ·n + 전달 지연시간(propagation delay)이 된다.

지연에 민감한 VoIP 트래픽의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종단간 지연시간은 150ms 정도이다.

IP 패킷이 OBS 네트워크에서 감수할 수 있는 지연시간(T max )를 10ms, 최대 홉 수는 5 그리고 제어패킷(32)의 처

리 시간을 1ms로 가정하면, 기본 오프셋 시간(base offset time)은 5ms(최대 홉 수 X 제어패킷 처리 시간)이 된다.

여기서 OBS 네트워크 크기를 600km로 가정하고 전달 지연시간을 3ms로 하면, 따라서 TS max 는 0.25ms, 최대 데

이터 버스트 크기는 10Gbps에서 313kbyte가 된다.

상기 CRC(32f)는 통신 링크로 전송되어온 데이터 내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주기적 덧붙임 

검사에 사용되고 16비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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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호 시간(33a) 제어패킷(32) 사이에 존재하게 되며 이는 패킷 도착시간의 불정확성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히스테리시스를 이용한 본 발명에 따른 버스트 생성방법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연속적인 블록킹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트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타이머의 동작 횟수를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데이터 버스트 크기 변화를 제공한다.

도 8은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진입 노드에서의 클래스 m FIFO(First In First Out) 큐(queue) 모델을 보여 준

다.

도 9는 FIFO 큐 모델에 있어서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cross-over count number) 변환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성

질을 보여주고 있다.

Q high 는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증가하는 변화 조건이고 Q low 는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감소하는 변화 조

건이며 BS는 버스트 크기이다.

단일 임계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버스트 크기에 대한 초과적인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는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의 변화에 있어서 변화 조건(Q low )에서 변화 조건(Q high )까지의 여유분을 이용하는 히스

테리시스 성질을 이용한 변이 조건이 제안된다.

즉,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는 변화 조건(Q low ,Q high )의 임계값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도착 입력 트래픽의 트랙(track)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버스트 크기(BS)는 변화하여야 하고, 상기 버스트의 크기

는 단계형이나 아날로그형에 의해 결정된다.

광 버스트 스위칭에 있어서 제어에 필요한 부담(Load)이 매우 크므로 히스테리시스를 이용한 단계형의 버스트 크기 

결정 알고리즘이 본 발명에서 제안된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단계형 버스트 크기의 결정 구조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에 버스트 크기(BS)에 있어서 여 러 개의 안정화 상태가 존재한다.

만약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상한치(upper limit)를 넘으면 버스트 크기(BS)는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하한치(lower limit)를 넘으면 버스트 크기는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 버스트 크기에 있어서 적은 변화를 가져오고 제어패킷의 처리적 부담을 줄여준다

진입 로드의 경우 데이터 버스트를 생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버스트를 생성하는 시간동안의 대기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타이머가 사용된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유동적인 버스트 크기 결정 방법에 대한 흐름도이다.

타이머는 첫번째 패킷이 큐에 도달하였을 시점부터 시작된다.

제1과정에서 타이머 값이 임계치 보다 크거나, 또는 임계치 이하이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  보다 큰 경우 

새로운 버스트가 생성된다.

제2과정에서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high )보다 크면 카운트 수는 1씩 증가하게 되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보다 작으면 카운트 수는 1씩 감소하게 된다(도 9참조).

제3과정에서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는 상한, 하한치와 비교되며 상한(하한)치를 넘게 되면 버스트 크기는 한 단위

씩 증가(감소)하게 된다(도 10참조).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상한(하한)치를 넘지 못하면 버스크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제4과정에서 타이머 값을 0으로 리셋시키고 제1과정으로 돌아간다.

상기 제2,3과정을 반복하면서 버스트 크기는 입력 트래픽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상기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패킷이 큐에 도달하였을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0에서 카운트되게 타이머 값을 리셋시킨다(S10).

타이머 값을 임계치와 비교하여(S12), 임계치보다 크면 새로운 버스트를 생성한다(S16).

상기 S12단계에서 타이머 값이 임계치 이하이면 큐의 크기를 변화 조건(Q low )와 비교하여(S14), 변화 조건(Q low )

보다 크면 새로운 버스트를 생성한다(S16).

상기 S14단계에서 큐의 크기가 변화조건(Q low )보다 작으면 S12단계로 되돌아 간다.

S16단계에서 버스트가 생성된 후 큐의 크기를 변화 조건(Q high )과 비교하여(S18), 상기 변화 조건(Q high )보다 크

면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1씩 증가하고(S30) 변화 조건(Q high )보다 작으면 큐의 크기를 변화 조건(Q low )와 

비교한다(S20).

S20단계에서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보다 크면 버스트 크기가 유지되고(S22) 변화 조건(Q low )보다 작으면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1씩 감소한다(S40).

S22단계에서 버스트 크기가 유지된 후 타이머 값을 0으로 리셋시키고(S24) S12단계로 되돌아 간다.

S30단계를 통해 증가된 카운트 숫자를 상한치와 비교하여(S32) 카운트 숫자가 상한치보다 크면 버스트 크기가 최대

치(BS Max )인 지를 판단한다(S34).

버스트 크기가 최대치가 아니면 버스트 크기, 변화 조건(Q high ,Q low )이 증가한다(S36).

S32단계에서 카운트 숫자가 상한치보다 작거나 S34단계에서 버스트의 크기가 최대치이면 버스트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S22).

S40단계를 통해 감소된 카운트 숫자를 하한치와 비교하여(S42), 카운트 숫자가 하한치보다 작으면 버스트 크기가 최

소치(BS Min )인 지를 판단한다(S44).

버스트 크기가 최소치가 아니면 버스트 크기, 변화 조건(Q high ,Q low )이 감소한다(S36).

S42단계에서 카운트 숫자가 하한치보다 크거나 S44단계에서 버스트의 크기가 최소치이면 버스트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된다(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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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2단계에서 버스트 크기가 유지된 후 타이머 값을 0으로 리셋시키고(S24) S12단계로 되돌아 가 상기 단계를 반복

하여 거치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적응성을 갖는 스테이지형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을 제공하며 버스티 IP 트래픽에 요구되는 

버스트 크기를 감소시켜 준다.

최적화된 데이터 버스트 크기는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버스트 크기의 변화로 줄여주는 효과

를 가져온다.

게다가 타이머의 작동 횟수를 감소시키고, 타이머 한계치를 이용하여 큐에서의 대기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낮은 입력 

트래픽 로드에서도 최대 큐잉 지연시간을 보장한다.

한편 Murad Taqqu, Walter Willinger 그리고 Robert Sherman는 자기 유사성의 특징을 갖는 단순한 재생(ON-OFF

) 프로세스를 모은 것이 범역 이더넷(Ethernet) 트래픽에 있어서 자기 유사성(self similiar)를 갖는다는 것을 수학적

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도 12에서처럼 트래픽은 ON 기간 동안 일정한 정도로 패킷을 전송하거나 아니면 휴지(Idle)상태에 있

게 된다.

ON 상태에서의 시간(T on ) 그리고 OFF 상태에서의 시간(T off )은 서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분포를 갖으며 두꺼운

꼬리 분포(heavy-tailed distribution)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많은 수의 트래픽은 자기 유사성의 특징을 갖게 된다.

표 1은 본 발명에 의해 생성된 5개 트래픽 모델의 ON/OFF 주기 분포표이다.

[표 1]

여기서 H는 버스티니스 파라미터로서 H값이 크다는 것은 높은 버스티니스를 의미한다.

트래픽1은 포아송(Poisson) 트래픽 모델이며 트래픽2-5는 자기 유사성을 갖는 트래픽 모델이다.

각각의 트래픽 모델에서, ON/OFF 트래픽 모델을 갖는 1,000,000개의 패킷이 생성된다.

도 13a 내지 도 13e는 표 1의 5개 트래픽 모델에 대한 일련의 단순한 패킷 카운터 수(단위 시간에서의 패킷 수)를 나

타낸다.

이러한 트래픽 패턴에 있어서 자기 유사성의 성질은 포아송 트래픽 모델(트래픽1)의 패턴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입력 트래픽과 다른 파라미터를 실험하기 위해서 평균 1Kbyte값을 갖고 상술한 바와 같이 버스티니스(H)

가 0.6부터 0.9까지 변화하는 트래픽을 생성 하여 본 발명에 따른 버스트 생성방법을 실험하였다.

여기서 데이터 버스트의 변화량은 2%로, 최소치(BS Min )와 최대치(BS Max )는 각각 64Kbyte와 180Kbyte로 가정

한다.

상술한 초기값은 트래픽에 대한 버스트 생성에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하의 도면은 이와 같은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 14는 포아송 트래픽 모델(트래픽1)에서 입력 로드(offered load)에 따른 평균 데이터 버스트 크기의 변화를 고정(f

ixed) 버스트 크기와 유동적(variable) 버스트 크기에서 서로 비교한 도면이다.

유동적 버스트 크기에서 데이터 버스트의 크기가 입력 로드(offered load)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도 15는 입력 로드 0.5를 갖는 트래픽 모델(트래픽3)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 버스트 크기를 보여주는 도면

이다.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버스트의 크기가 2% 단위로 적응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도 16은 고정/유동적 데이터 버스트 크기에 있어서 포아송 트래픽 모델(트래픽1)에 대한 입력 로드에 따른 평균 데이

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여준다.

데이터 버스트 이용율은 데이터 버스트 안의 전체 IP 패킷 크기의 크기를 합한 값을 데이터 버스트 크기로 나눈 값이

다.

입력 로드가 0.5 이하인 경우에서도 높은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아송 트래픽 모델(트래픽1)에 대한 입력 로드에 따른 타이머 동작 횟수는 도 17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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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버스트는 0.5 이하의 낮은 입력 로드에서도, 낮은 타이머 동작 횟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대역폭 예약 요청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블록킹 확률을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 18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 트래픽 모델(트래픽2-5)에서의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여준다.

도 18에서 버스트는 버스티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즉 낮은 입력 로드와 높은 버스티니스에서도 50% 

이상의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도 19는 서로 다른 트래픽 모델(트래픽1-5)에 있어서의 타이머 유무에 따른 평균 지연시간을 보여준다.

타이머를 이용해 생성된 버스트는 타이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지연시간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도 20은 도 19의 일부를 확대한 도면이다.

이상에서의 실험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버스트 생성방법은 5개의 서로 다른 트래픽 모델을 통하여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과 낮은 타이머 동작 횟수를 보이고, 버스티니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제공하여 대역폭 예약에 있어서 연속적인 블록킹 문제를 감소시킨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버스트 생성방법은 버스티 입력 트래픽에서 최대 큐잉 지연시간을 제한하고 데이터 버스트 이용

률을 높임으로써 요구되는 버스트 크기를 줄여 준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MPLS 기반의 광 버스트 스위칭 제어패킷의 구조가 구현되어 MPλS를

광 버스트 스위칭 제어 평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과 낮은 타이머 동작 횟수를 보이며 버스티니스(burstiness)

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평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제공함으로써 대역폭 예약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블록킹의 문제

를 감소시킨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버스티 입력 트래픽에서 최대 큐잉 지연시간을 제한하고 데이터 버스트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요구되는 버스트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오스 호스트로부터의 각 패킷을 해당 목적 호스트로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스위칭되는 레이블과;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의 채널과 스위칭을 위한 파장 식별자와;

서로 다른 클래스를 제공하는 CoS 필드와;

제어패킷과 데이터 버스트의 도착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오프셋 시간과;

상기 데이터 버스트의 크기와;

상기 데이터 내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주기적 덧붙임 검사에 사용되는 CRC를;

포함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파장 식별자는 16비트로 할당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CoS 필드는 4비트로 할당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 시간은 이산적인(discrete) 형태로 정량화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

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오프셋 시간은 TTL(Time To Live)로 사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

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버스트 크기의 최소치는 제어 채널의 전기 속도와 스위칭 속도, IP 패킷의 최대 크기에 의해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7.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버스트 크기의 최대치는 IP 패킷에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지연시간에 의해 결

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의 제어패킷.

청구항 8.
첫번째 패킷이 큐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타이머가 시작되어 타이머 값이 임계치 보다 크거나, 또는 임계치 이하이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  보다 큰 경우에 새로운 버스트를 생성하는 제1과정과;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high )보다 크면 카운트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되고, 큐의 크기가 변화 조건(Q low )보다 작으

면 카운트 숫자가 1씩 감소하게 되는 제2과정과;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상한, 하한치와 비교되어 상한치를 넘게 되면 버 스트 크기가 증가하고, 하한치를 넘게 되

면 버스트 크기가 감소하는 제3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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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타이머 값을 0으로 리셋시키고 제1과정으로 돌아가는 제4과정을;

포함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

청구항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의 변화는 상기 변화 조건(Q low )에서 변화 조건(Q high ) 까지의 

여유분을 이용하는 히스테리시스 성질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크로스 오버 카운트 숫자가 상한치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하한치를 넘으면 단계적

으로 감소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버스트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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