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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 대역폭 브로커(Bandwidth Broker), 동적 대역 관리 및 측정 기반 수락 제어 방식을

통합 적용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대역폭 브로커, 다수의 입,출구 엣지 노드 및 다수의 코아 노드를 포함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에서 수행되는 연결 수락 제어를 패스 레벨 및 링크 레벨로 분리하고 대역

폭 브로커에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 대한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을 할당하는 제1 단계; 상기 패스 상의 특정 링크에서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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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발생한 경우 코아 노드에서 폭주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폭주 발생을 대역폭 브로커를 통해 상기 다수의 입구 엣지 노

드로 전달하는 제2 단계; 새로운 플로우에 대한 연결 설정 요구시, 상기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로커에서 해당 패스의

각 서비스에 대해 초기 할당한 패스 레벨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을 다 사용한 경우,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

지 않는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대역폭 브로커, 연결수락제어, 측정기반 수락제어, 동적대역관리, 차별 서비스 망, 패스 레벨, 링크 레벨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의 일실시예에 따른 개략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폭 브로커에서 초기 패스 레벨 대역 할당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입구 엣지 노드에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입구 엣지 노드에서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4(b)는 도 4(a)의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의 예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 폭주 제어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1 :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 102 : 입구 엣지 노드

103 : 출구 엣지 노드 104,105 : 코아 노드

106 : 대역폭 브로커 41 : 초기 EF 서비스 할당 대역

42 : 초기 최선형 서비스 할당 대역 43 : 초기 AF 서비스 할당 대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Differentiated Service Network)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

세하게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 대역폭 브로커(Bandwidth Broker), 동적 대역 관리(Movable Boundary) 및 측정

기반 수락 제어(Measurement Based Admission Control) 방식을 통합 적용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망에서는 전송 기술의 발달로 엑스디에스엘(xDSL), 메트로 이더넷(Metro Ethernet)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망

의 광대역화와 다양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로 인터넷 방송(Internet Broadcasting), VoIP (Voice over IP), 가

등록특허 10-0542401

- 2 -



상 사설 망(Virtual Private Network)과 같이 서비스 품질 보장을 요구하는 새로운 응용 서비스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이

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망에서의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이 주

요한 연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망은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 형태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진 서비스 응용들을 지원하

기 위해 대역폭의 보장뿐만 아니라 전송 신뢰성, 실시간성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IP 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로는 연결수락제어(Connection Admission Control), 폭주제어

(Congestion Control), 트래픽 쉐이핑(Shaping) / 미터링(Metering) / 마킹(Marking) 및 스케쥴링(Scheduling) 등이 있

는데 이들 중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연결수락제어 기능이며, 이러한 연결수락제어 기능의 목적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패

킷 손실률(loss probability)이나 지연(delay) 요구 사항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패스를 망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망 자원(Resource)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 수락 제어에 대한 종래 기술로는 기존 유선 전화망이나 패킷망에서는 사용자가 연결 설정 요구 시 시그널링

(signaling) 프로토콜을 통해 제시한 파라미터들 즉, 최대 전송 속도(Peak rate), 평균 전송 속도(Mean rate), 지연 변이

(Delay Variation) 등을 기준으로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파라미터 기반 수락 제어(Parameter based admission

Control) 방법이 있고, 현재 링크상의 트래픽 사용량을 측정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측정기반 연결 수락 제

어(Measurement based admission control)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상기 측정기반 연결 수락 제어 방법에는 실제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트래픽을

예측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데이터 패킷 측정 방식과 연결 설정 단계에서 요구하는 트래픽 양과 같은 프루빙

(probing) 패킷을 사전에 망으로 전송하여 패스상의 각 노드에 충분한 대역이 있는지를 측정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

는 프루빙 패킷 측정 방식이 있다. 또한, 종래에는 대역폭 브로커(Bandwidth Broker)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 관리 방식의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역폭 브로커는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서비스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망내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대역폭 브로커를 이용한 망 자원 관리는 주로 정적 프로비저닝(static provisioning)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오

프 라인(off-line)에서 SLA(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라우팅(Routing) 패스에 대해 일정 기간

(일,주,월) 단위로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연결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이다.

이에 비해 동적 프로비저닝(Dynamic Provisioning) 방식은 대역폭 브로커에서 망내 각 노드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망의 상

황을 보고 받아 이를 자원 할당에 반영함으로써 망의 상황이나 라루팅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자원 할당을 변경하면서 사

용자로부터 새로운 연결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기준으로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연결 수락 제어 방식들 중 파라미터 기반 연결 수락 제어는 망내 각 입구 엣지 노드에서 설정 요구된

각 연결들에 대한 파라미터 및 상태를 패스상의 모든 노드에서 관리하여야 함으로써 이를 인터넷 망에 적용할 경우 확장성

(Scalability)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대형화되고 있는 인터넷 코아망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다. 또한, 측정

기반 연결 수락 제어는 트래픽 예측(Estimation)에 있어서 입력 트래픽에 대한 평형 상태(Steady state)의 평균 도착률을

기반으로 입력 트래픽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결 수락 제어가 부정확하게 제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역폭 브로커를 이용하는 정적 프로비저닝 방식은 동적으로 가변되는 인터넷 트래픽이나 라우팅 등의 망 상황에 적

응할 수 없어 폭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망 자원 할당 변경이 일정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할 없으며, 현재 연구되고 있는 동적 프로비저닝 방식은 대역폭 브로커에서 망내 링크 레벨의 대역까지 모두 관리하는

복잡한 대역 관리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고 망내 폭주 상태나 링크의 대역 사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한편, 인터넷 망에서 사용자의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각 노드에 분산 된 로컬(local) 대역폭 브로커에서 로컬

대역 정보를 이용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방법(PCT/US99/27380호; Providing Admission Control and

Network Quality of Service with a Distributed Bandwidth broker)은 제어 메시지를 이용하여 망내 각 노드에서 각각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래의 패킷 교환기에서 시그널링(signaling)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대역 예

약을 위한 제어 메시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대역 예약을 위한 상태 및 세션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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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단 대 종단간에 프로우빙(probing) 패킷 기반의 측정 기반 연결 수락 제어 메커니즘 및 그에 따른 성능 분석

(Viktoria Elek, "Control based on end-to-end measurement" IEEE INFOCOM2000, Proceeding(Vol.,No), pp.623-

630, April.2000)이 제안되었다. 상기 메카니즘은 인터넷 망에서 송신자가 보내고자 하는 대역량 만큼의 프로우빙 패킷을

프로우빙 기간동안 수신자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수신 정보를 받아 목표 품질치보다 낮으면 연결 설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이는 프로우빙 패킷과 데이터 패킷과의 구분을 위하여 코아 망에는 별도의 큐를 구성하고 priority 큐 관리 방법을 사용해

야만 했었다.

나아가, 대역폭 브로커에서 quota 기반의 동적 대역폭 할당 방법을 이용한 연결 수락 제어방법(Zhi-Li Zhang, "On

Scalable design of Bandwidth brokers", IEICE Trans Commun, Vol. E84-B No.8, pp.2011-2025, Aug.2001)이 제시

되었다. 상기 제어방법은 대역폭 브로커에서 패스(path) 레벨과 링크(ling) 레벨로 QoS 상태를 관리하면서 초기에 quota

단위로 대역을 패스에 할당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 후 할당한 quota 를 모두 사용하면 패스 상의 모든 링크에 새로

운 quota를 할당 가능한지를 점검한 후 새로운 quota를 할당하여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quota 단위를

얼마로 하는지의 문제와 패스에 할당된 quota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 새로운 quota를 할당하기 위해 패스 상의 모든 링크

에 대한 대역 검토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의 입구 엣지 노드에서 수행하는 연결 수락 제어

를 패스 레벨과 링크 레벨로 분리하고,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로커에서 그 패스에 대해 초기 할당한 대역을 이용하여

대역폭 브로커와 통신 없이 입구 엣지 노드에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고, 링크 레벨에서는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을 다 사용하였을 경우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

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을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대역폭 브로커에서는 패스 레벨에 대한 대역 관리만 수행함으로 대역 관리가 간단하여 인터

넷 코아 망에 적용 가능하고, 패스상의 특정 링크에서 폭주 발생에 대한 정보가 바로 입구 엣지 노드에 전달됨으로써 망내

트래픽 변화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 대역폭 브로커, 동적대역관리 및 측정기반 제어 방식을 통

합적용한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대역폭 브로커, 다수의 입,출구 엣지 노드 및 다수의 코아 노드를 포함하는 인터

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에서 수행되는 연결 수락 제어를 패스 레벨

및 링크 레벨로 분리하고 대역폭 브로커에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 대한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을 할당하는 제1 단계; 상기

패스 상의 특정 링크에서의 폭주가 발생한 경우 코아 노드에서 폭주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폭주 발생을 대역폭 브로커를

통해 상기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로 전달하는 제2 단계; 새로운 플로우에 대한 연결 설정 요구시, 상기 패스 레벨에서는 대

역폭 브로커에서 해당 패스의 각 서비스에 대해 초기 할당한 패스 레벨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브로커와 통신 없이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서 자체적으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

을 다 사용한 경우,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대역폭 브로커, 다수의 입,출구 엣지 노드 및 다수의 코아 노드를 포함하는 인

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시,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에서 수행되는 연결 수락 제어를 패스 레벨 및 링크

레벨로 분리하고 대역폭 브로커에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 대한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을 할당하는 제1 기능; 상기 패스 상

의 특정 링크에서의 폭주가 발생한 경우 코아 노드에서 폭주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폭주 발생을 대역폭 브로커를 통해 상

기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로 전달하는 제2 기능; 새로운 플로우에 대한 연결 설정 요구시, 상기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

로커에서 해당 패스의 각 서비스에 대해 초기 할당한 패스 레벨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3 기능; 및 상기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을 다 사용한 경우,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4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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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Differentiated Service Network)에서 대역폭 브로커(Bandwidth Broker), 동적 대역

관리(Movable Boundary) 방식 및 측정기반 제어(Measurement Based Admission Control) 방식을 통합적용한 연결 수

락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의 입구 엣지 노드(Ingress Edge node)에서 수행하는 연결 수락 제

어를 패스(Path) 레벨과 링크(Link) 레벨로 분리하고,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로커에서 그 패스에 대해 초기 할당한 대

역을 이용하여 대역폭 브로커와 통신 없이(도움 없이) 입구 엣지 노드에서 자체적으로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고, 링크 레

벨에서는 초기 할당된 패스 대역을 다 사용하였을 경우,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의 대

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

상술한 목적 및 특징들,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본 발명

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의 일실시예에 따른 구성도를 간략하게 도시한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101)은 입구 엣지 노드(Ingress Edge Node;102), 출구 엣지

노드(Egress Edge Node;103), 코아 노드(Core Node;104,105) 및 대역폭 브로커(10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면에는

상기 입구 엣지 노드(102) 및 출구 엣지 노드(103)가 각각 하나씩만 도시되어 있으나, 이는 일실시예에 따른 것으로 바람

직하게는 다수개가 존재한다. 상기 코아 노드(104,105) 역시 바람직하게는 다수개 존재한다.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는 상기 다수개의 입구 엣지 노드(102)에 대한 초기 패스(path) 레벨 대역 할당을 수행하고, 상기

다수개의 코아 노드(104,105)로부터 폭주 발생 여부를 통보 받으면 모든 입구 엣지 노드(102)에게 알려 준다. 상기 입구

엣지 노드(102)는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로부터 각 패스에 대한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을 통보 받아 상기 대역폭 브로커

(106)와의 통신 없이(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고, 상기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을 다

사용하였을 경우,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

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

또한, 상기 입구 엣지 노드(102)는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로부터 코아 노드(104,105)의 폭주 상태를 통보 받으면 관련

링크를 경유하는 패스에 대해 연결 설정 요구를 거절한다. 상기 코아 노드(104,105)는 노드내 각 링크의 버퍼 상태를 검사

하여 버퍼 내 패킷이 특정 임계값(Threshold)을 초과하면 대역폭 브로커(106)로 폭주 상태를 통보하고 서비스별 대역 사

용량이 임계값 밑으로 떨어지면 폭주 해제를 통보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노드에는 여러 개의 링크가 있고 폭주는 링크에

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드에서는 특정 링크에서 폭주가 발생하면 이를 대역폭 브로커(106)로 전달하여 폭주가 발

생한 링크를 경유하는 패스에 대해 폭주 상태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차별 서비스 망의 입구 엣지 노드(102)에서 수행하는 연결 수락 제어를 패스(path) 레벨과 링크

(link) 레벨로 분리하여 수행하여, 상기 입구 엣지 노드(102)에서 상기 각 패스 레벨 및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

다. 또한, 패스 상의 특정 링크에서 폭주가 발생한 경우 코아 노드(104,105)는 이를 즉시 대역폭 브로커(106)로 통보하며

이는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에 의해 다시 입구 엣지 노드(102)로 전달되어 연결 수락 제어에 반영된다.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에서는 패스 레벨에 대한 대역 관리만 수행하기 때문에 대역 관리가 간단해지는 한편, 패스상의

특정 링크에서 폭주 발생에 대한 정보가 즉시 입구 엣지 노드(102)로 전달되기 때문에 망내 트래픽 변화를 즉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패스 레벨에서는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와 통신 없이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연결 수락 제어

를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관리 및 측정 기반 수락 제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자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대역폭 브로커와 각 노드들간에 통신 메시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대역폭 브로커에서 초기 패스 레벨 대역 할당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내 모든 노드의 링크 대역을 EF(Expedited Forwarding) 서비스, AF(Assured Forwarding)

서비스 및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별로 배분하고(201), 라우팅 프로토콜을 수행하여 망 내 모든 입구 엣지 노드(102)

에서 출구 엣지 노드(103)까지의 패스 설정을 수행한다(202). 이어, 각 노드의 서비스별 패스 대역 계산을 수행한다(203).

이때, 상기 패스 대역 계산은 상기 201 단계에서 배분한 서비스별 링크 대역을 상기 202 단계에서 설정된 패스 개수로 나

눈 것으로 계산된다(즉, 서비스별 패스 대역 = 서비스별 링크 대역/패스 수). 이후,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은 패스상의 노드들

에 대해 상기 203 단계에서 계산된 서비스별 패스 대역 중 최소값을 선택한다(204). 이와 같이 상기 204 단계에서 선택된

서비스별 패스 대역의 최소값을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에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102)에게 초기 패스 레벨 대역으로 할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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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입구 엣지 노드에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구 엣지 노드(102)에 새로운 플로우(flow)의 설정 요청이 들어오면(301), 먼저 목적지 주소를 이용하여 패스를 선택하

고(302) 상기 선택된 패스에 폭주 상태를 검사한다(303). 이어, 상기 303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패스 내 노드가 폭주

상태이면 상기 요청한 새로운 플로우 설정 요구를 거절한 후(304) 종료되며, 상기 303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패스가

폭주 상태가 아니면 남아 있는 패스 레벨 여유 대역량이 상기 요청된 새로운 플로우의 요구한 대역량보다 큰지를 검사한다

(305).

상기 305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패스 레벨 여유 대역량이 상기 요청된 새로운 플로우의 요구 대역량보다 크면 패스 레

벨 여유 대역량에서 상기 새로운 플로우의 요구 대역량을 감하여 패스 레벨 대역 변경을 수행한 후(306) 상기 새로운 플로

우의 설정 요청을 수락한다(307). 한편, 상기 305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패스 레벨로 남아 있는 여유 대역량이 상기 새로운

플로우의 요구 대역량보다 작으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308). 이와 같이 입구 엣지 노드(102)에서의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의 경우 대역폭 브로커(106)에서 그 패스에 대해 초기 할당한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대역폭 브로커

(106)와의 통신 없이 상기 입구 엣지 노드(102)에서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입구 엣지 노드에서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과정을 보이는 흐름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에서 초기 패스 레벨에 할당된 대역을 모두 다 사용하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가 수행되는데 이 경

우, 먼저 최선형(best effort) 서비스 대역에 사용 가능한 여유 대역이 있는지를 검사한다(401).

상기 401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최선형 서비스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을 경우, 최선형 서비스 대역의 사용하지 않는 대역으

로 대역 확장을 수행하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수행한다(402). 이후, 상기 확장된 대역이 패스를 따라 목표 성능치를 만

족할 수 있는지 측정 기반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403). 상기 403 단계의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프루빙 패킷 손실률을 기설

정된 목표 패킷 손실률과 비교하여(404), 상기 프루빙 패킷 손실률이 상기 기설정된 목표 패킷 손실률보다 작으면(404) 새

로운 플로우를 수락한다(405).

한편, 상기 401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최선형 서비스 대역에 여유 대역이 없거나, 또는 상기 404 단계에서의 비교결과 측정

기반 수락 제어의 결과인 프루빙 패킷 손실률이 목표 패킷 손실률보다 크면 목표 성능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새로운

플로우의 설정 요구를 거절한다(406).

이와 같이, 입구 엣지 노드(102)에서의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의 경우 상기 대역폭 브로커(106)로부터 초기 할당된 패

스 대역을 다 사용하였을 때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아 측정 기반 수

락 제어 방법을 통해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한다.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의 동적 대역 관리 방식에 대한 수행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패스 레벨 대역이 초기 각 서비스별로 할당되어 있다. 즉, 도면부호 41,42,43은 각각

초기 EF 서비스 할당 대역, 초기 최선형 서비스 할당 대역 및 초기 AF 서비스 할당 대역을 나타낸다. 이 때, 도 4(a)의 흐름

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에서 EF 서비스 및 AF 서비스가 최선형 서비스 대역 중에 사용하지 않

는 대역으로 확장하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이 사용된다(44,45).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 패스상의 링크 폭주 제어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여 패스 상의 링크

폭주 제어과정을 설명한다.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 입구 엣지 노드(102)로부터 코아 노드(104,105)에 새로운 패킷이

입력되면(501), 먼저 서비스별 버퍼 길이가 설정된 폭주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검사한다(502).

상기 502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서비스별 버퍼 길이가 상기 설정된 폭주 임계값을 초과하면 해당 패스의 서비스에 폭

주 발생 마킹을 하고(503) 대역폭 브로커(106)로 폭주 발생을 통보한 후(504) 다시 새로운 패킷의 입력을 대기한다. 상기

502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상기 서비스별 버퍼 길이가 상기 설정된 폭주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서비스별 대역 사용

량이 설정된 폭주 해제 임계값보다 작은지를 검사한다(505).

상기 505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서비스별 현재 대역 사용량이 상기 설정된 폭주 해제 임계값보다 크면 다시 새로운 패킷의

입력을 대기하고, 상기 505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서비스별 현재 대역 사용량이 상기 설정된 폭주 해제 임계값보다 작으면

폭주 발생 마킹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검사한다(506). 상기 506 단계에서의 검사결과 폭주 발생 마킹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패킷의 입력을 대기하며, 폭주 발생 마킹이 되어 있으면 해당 패스의 서비스에 폭주 발생 마킹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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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대역폭 브로커(106)로 폭주 해제를 통보한 후(508), 다시 새로운 패킷의 입력을 대기한다. 상기한 링크 폭주 제어는

코아 노드(104,105)에 새로운 패킷이 입력됨에 따라 되풀이되며, 대역폭 브로커는 상기 코아 노드로부터 전달되어온 폭주

발생 여부를 모든 입구 엣지 노드에게 알려준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의 일실시예에 대하여 연결 수락 제어방법이 개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의 범위는 상기한 상세한 설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첨부

한 청구범위에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대역폭 브로커에서는 패스 레벨에 대한 대역 관리만 수행함으로 대역 관리

가 간단해지고, 패스상의 특정 링크에서 폭주 발생에 대한 정보가 대역폭 브로커를 통하여 바로 입구 엣지 노드에 전달됨

으로써 망내 트래픽 변화를 즉시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로커와 통신 없이 연결 수락제어를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할 수 있

고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대역 관리 및 측정 기반 수락 제어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패스내 사용하지 않는 최선형 서비스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전송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대역폭 브로커와 각 노드들간에 통신 메시지 교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술한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개시된 내용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에게는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명백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역폭 브로커, 다수의 입,출구 엣지 노드 및 다수의 코아 노드를 포함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

법에 있어서,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에서 수행되는 연결 수락 제어를 패스 레벨 및 링크 레벨로 분리하고 대역폭 브로커에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 대한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을 할당하는 제1 단계;

상기 패스 상의 특정 링크에서의 폭주가 발생한 경우 관련된 코아 노드에서 폭주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폭주 발생을 대역

폭 브로커를 통해 상기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로 전달하는 제2 단계;

새로운 플로우에 대한 연결 설정 요구시, 상기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로커에서 해당 패스의 각 서비스에 대해 초기 할

당한 패스 레벨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브로커와 통신 없이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서 자체적으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

를 수행하는 제3 단계; 및

상기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을 다 사용한 경우,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최선

형(Best Effort)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4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의 초기 패스 레벨 대역 할당은,

상기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 내 노드의 링크 대역을 EF 서비스, AF 서비스 및 최선형(BE) 서비스별로 배분하는 제5 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수행하여 상기 망 내 입구 엣지 노드에서 출구 엣지 노드까지의 패스 설정을 수행하는 제6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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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5 단계에서 각 서비스별로 배분된 서비스별 링크 대역을 상기 제6 단계에서 설정된 패스의 개수로 나누어 상기 각

노드의 서비스별 패스 대역 계산을 수행하는 제7 단계; 및

상기 패스상의 각 노드들의 서비스별 패스 대역 중 최소값을 선택하여 초기 패스 레벨 대역으로 설정하는 제8 단계; 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의 폭주 제어는,

특정 코아 노드에 새로운 패킷이 입력되면, 서비스별 버퍼 길이가 설정된 폭주 임계값을 초과하는지 검사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별 버퍼 길이가 상기 설정된 폭주 임계값을 초과하면 해당 패스의 서비스에 폭주 발생 마킹을 하고 대역폭 브

로커로 폭주 발생을 통보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별 버퍼 길이가 상기 설정된 폭주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상기 서비스별 현재 대역 사용량이 설정된 폭주

해제 임계값보다 작은지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별 현재 대역 사용량이 폭주 해제 임계값보다 작으면 폭주 발생 마킹이 이미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및

폭주 발생 마킹이 이미 되어 있으면 해당 패스의 서비스에 폭주 발생 마킹을 해제하고 상기 대역폭 브로커로 폭주 해제를

통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 새로운 플로우의 설정 요청이 들어오면 목적지 주소를 이용한 패스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패스에

폭주 상태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검사결과 상기 패스내 노드가 폭주 상태이면 상기 요청한 새로운 플로우 설정 요구를 거절하고, 패스가 폭주 상태가

아니면 남아 있는 패스 레벨 여유 대역량이 상기 요청된 새로운 플로우의 요구 대역량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패스 레벨 여유 대역량이 상기 요청된 플로우의 요구 대역량보다 크면 패스 레벨 여유 대역량에서 요구 대역량을 감

하여 패스 레벨 대역 변경을 수행한 후 상기 새로운 플로우의 설정 요구를 수락하는 단계; 및

상기 패스 레벨 여유 대역량이 상기 요청된 플로우의 요구 대역량보다 작으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의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는,

상기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에서 초기 패스 레벨에 할당된 대역을 다 사용한 경우, 최선형 서비스 대역에 사용 가능한

여유 대역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단계;

상기 최선형 서비스 대역에 여유 대역이 있는 경우, 최선형 서비스 대역의 사용하지 않는 대역으로 대역 확장을 수행하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수행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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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확장된 대역이 패스를 따라 목표 성능치를 만족할 수 있는지 측정 기반 수락 제어를 수행하고 상기 측정 기반 수락 제

어의 수행 결과인 프루빙(probing) 패킷 손실률을 설정된 목표 패킷 손실률과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결과 상기 프루빙 패킷 손실률이 상기 설정된 목표 패킷 손실률보다 작으면 상기 새로운 플로우를 수락하는 단

계; 및

상기 최선형 서비스 대역에 여유 대역이 없거나, 측정 기반 수락 제어에서 프루빙 패킷 손실률이 상기 설정된 목표 패킷 손

실률보다 크면 상기 새로운 플로우의 설정 요구를 거절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

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방법.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은,

초기 EF / AF / 최선형 서비스별로 할당되어 있는 초기 패스 레벨 대역에서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시 상기 EF 및 AF 서

비스가 최선형 서비스 대역 중에 사용하지 않는 대역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

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는,

상기 대역폭 브로커로부터 상기 코아 노드의 폭주 상태를 통보 받으면 관련 링크를 경유하는 패스에 대해 연결 설정 요구

를 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대역폭 브로커는,

상기 패스 레벨에 대한 대역 관리만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방법.

청구항 9.

대역폭 브로커, 다수의 입,출구 엣지 노드 및 다수의 코아 노드를 포함하는 인터넷 차별 서비스 망에서의 연결 수락 제어

수행시,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에서 수행되는 연결 수락 제어를 패스 레벨 및 링크 레벨로 분리하고 대역폭 브로커에서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 대한 초기 패스 레벨 대역을 할당하는 제1 기능;

상기 패스 상의 특정 링크에서의 폭주가 발생한 경우 코아 노드에서 폭주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폭주 발생을 대역폭 브로

커를 통해 상기 다수의 입구 엣지 노드로 전달하는 제2 기능;

새로운 플로우에 대한 연결 설정 요구시, 상기 패스 레벨에서는 대역폭 브로커에서 해당 패스의 각 서비스에 대해 초기 할

당한 패스 레벨 대역을 이용하여 상기 입구 엣지 노드에서 패스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3 기능; 및

상기 초기 할당된 패스 레벨 대역을 다 사용한 경우, 링크 레벨에서는 동적 대역 관리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최선

형(Best Effort) 서비스의 대역을 할당 받은 후 측정기반 수락제어 방식을 통해 링크 레벨 연결 수락 제어를 수행하는 제4

기능; 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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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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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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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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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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