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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하고 파장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성을 제공하는 공유(sharing) 
기반의 허락 제어(admission control)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공유 기반의 허락 제어 방식은 광 버스트 스위치의 출력링크 파장 중

일부를 다수의 클래스가 공유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장 높은 클래스가 전용하게 함으로서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유

를 통한 파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제안하는 공유기반의 허락 제어 방식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기능 및 공유파장의 수와 스루풋

(throughput)간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마코흐(Markov) 기반의 분석모델을 적용하고 산술적 분석을 시행한다. 분석을 통해 낮은 클

래스의 트래픽 성능은 높은 클래스나 낮은 클래스가 균등하게 입력되는 경우와 낮은 클래스의 입력률이 낮은 경우에는 공유파장의 수

가 많을수록 개선되지만 낮은 클래스의 입력률이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공유 파장의 효과는 다소 감소되는 것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sharing based admission control scheme is suggested for both service differentiation and improvement of 
wavelength utilization efficiency in burst switching networks. To provide service differentiation and high wavelength utilization 
efficiency, some of the wavelengths on a output link are shared with all classes and the others are used for the highest class 
exclusively. Markov based analysis is applied to the suggested scheme for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the numerical results are 
derived. The results are: The performance of lower traffic is more improved by the more number of shared wavelengths in case 
that the higher traffic or lower traffic is arrived equally or that the input rate of lower traffic is low. Another result is that the 
sharing effect of wavelengths is a little bit lowered when lower traffic passes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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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가 전 광화(all optical)되면서 새로운 교환 방식

인 광 버스트 스위칭(Optical Burst Switching)이 제안되었

다[1]-[4]. 광 버스트 스위칭에서는 발신지와 착신지가 동일한

데이터 패킷(packet)들이 엑세스(access) 교환기에서 서로

묶여져서 버스트(burst)로 구성된다. 버스트는 헤더(header)
와 페이로드(payload)로 구성되며, 헤더는 페이로드 보다

우선 전송되어 목적지까지의 경로(path)에 있는 광 버스트

스위치의 출력링크에 할당되어 있는 파장을 예약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파장이 가용하다면 해당 파장은

스위칭 목적으로 할당되고 이후에 입력되는 페이로드는 예

약된 파장을 통해 투명하게 스위칭 된다. 
그림1은   개의 파장을 갖는   개의 입력링크와   

개의 출력링크로 구성되는 광 버스트 스위치 구조를 나타

낸다. 

그림 1. 광 버스트 스위치 구조
Fig. 1. The Optical Burst Switch Structure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가 공용망(public network)으
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손실, 지연, 지터(jitter) 등의 성능인

자에 대하여 트래픽 클래스별로 성능을 조절할 수 있는 서

비스 차별화(service differentiation)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

다. 기존에 제안된 서비스 차별화 방안으로는 오프셋

(offset) 시간의 확장[5], 선취(preemption)[6][7], 확률적 선취

방식의 버스트 분할(segmentation)[8], 그리고 의도적 버스

트 폐기[9] 방식 등이 있다.
참고문헌 [5]에서는 낮은 우선순위의 버스트에 비해 높

은 우선순위의 버스트에 더 큰 오프셋 시간을 할애함으로

서 높은 우선순위의 버스트에 대한 파장 예약 가능성을 높

인다. 두 클래스 트래픽 간에 95%의 분리도(degree of iso-

lation)를 얻으려면   (  : 낮은 우선순위 버스트의 평균

버스트 길이)의 오프셋 시간이 추가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6]에서는 출력 포트의 모든 파장이나 버퍼가 사용 중인 경

우 높은 우선순위의 버스트가 낮은 우선순위의 버스트를

선취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참고문헌 [7]에
서는 경합이 일어나는 부분만 폐기하는 부분적 선취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8]에서는 확률적인 방식으로 낮

은 우선순위의 버스트를 선취하고 분할하는 probabilistic 
preemptive burst segmentation (PPBS) 방식을 제시하고 있

으며, 참고문헌 [9]에서는 버스트 손실률을 제어하기 위하

여 의도적으로 버스트를 폐기하는 비례적 서비스 차별화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용한 파장이 없어 목적지 출

력포트로 스위칭이 불가한 경우 높은 우선순위의 버스트를

다른 포트로 우회(deflection) 시키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10].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차별화 기능에만 집중함으로서 기

존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파장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광 버스트 스위칭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차별화 기능의 제공뿐만 아니라 광 버스트 스위치

의 출력링크 파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스위치 구조에서 채택했던 공

유(sharing)의 효율성을 활용한다. 즉, 서비스 차별화 기능

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력링크 파장 중 일부를 우선순위가

높은 클래스의 버스트가 전용하게 하고 나머지 파장은 우

선순위가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의 버스트가 공유하도

록 함으로서 파장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 장에서 제안하는 공유 기반의 서비

스차별화 방식을 제시하고, III 장에서 제안한 방식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시행한다. 수학적 분석을 통한 성능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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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장에서 다루고 V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Ⅱ. 공유기반의 허락제어방식

공유 기반의 허락 제어 방식은 그림 2와 같이 출력링크

파장의 수 W 개 중 일부인 K 개의 파장을 다수의 서비스

클래스 간에 공유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W-K 개의 파장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클래스가 전용하게 하여 서비스 차

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유를 통한 파장 사용의 효율성

을 제고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클래스는 우선적으로 전용파장을 사용

하고 전용파장이 모두 사용 중인 경우에는 공유파장을 사

용하며 우선순위가 낮은 클래스는 전용파장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공유파장만 사용한다.  

그림 2. 공유기반 허락제어방식에서의 파장 사용
Fig. 2. Wavelength usage for sharing based admission control scheme

 
그림 3은 전체 파장의 수가 네 개이고 이 중 두 개가 공유

파장인 경우를 나타낸다. C0 와 C1 은 각각 클래스0과 클

래스1의 트래픽을 나타내며 C0 가 우선순위가 높다고 가정

한다. 첫 번째 입력된 트래픽인 C0 는 우선순위가 높고 전

용파장이 가용하므로 전용파장인   을 사용한다. 이후에

입력되는 C0 역시 전용파장이 가용한 상태이므로 전용파

그림 3. 공유기반 허락제어방식 동작
Fig. 3. Operation of sharing based admission control scheme

장인   를 사용한다. 다음에 입력되는 C1 은 클래스가 낮

으므로 공유파장인   을 사용하며 이후에 입력되는 C0 

늘 클래스가 높지만 전용파장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유파장인   를 사용한다. 

제안방식에서파장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높은 트래픽은 가용한 전용파장을 먼저 사용하고 전

용파장이 모두 사용 중인 경우에만 공유파장을 사용하는 순

서를 따라야한다. 그림 3과 동일한 입력 트래픽 조건인 그림

4에서 첫 번째 입력된 C0 가 공유파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

게 되면 세번째 입력되는 C1 은 사용할 파장을찾지 못하게

되어 그림 3의 경우 보다 파장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림 4. 공유기반 허락제어방식 동작
Fig. 4 Operation of sharing based admission control scheme

클래스가 높은 트래픽이 우선적으로 전용파장을 사용하

는 순서 이외에 전체파장의 수 중 공유파장으로 사용되는

파장의 개수도 제안방식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공유파장의 수가 파장사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전체파장의 수가 네 개인 경우

에 공유파장의 수를 한 개와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

한다.    
그림 5(a)의 경우와 같이 입력 트래픽 중 C0 의 입력률이

높은 경우에는 공유 파장의 수는 스루풋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알 수 있다. 이것은 전용파장이던 공유파장이던 높

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나타나는 결

과이다. 그림 5(b)와 같이 C0 와 C1 이 균등한 비율로 입력

되는 경우는 공유파장의 수가 많을수록 파장 사용의 효율

성이 높아짐을알수 있다. 그림 5(c)와 같이 C1 의 입력률

이 높은 경우에서는 공유파장의 수가 많을수록 파장사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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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적 모델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공유기반의 허락제어방식에 대한

분석적 모델을 제시한다. C0 와 C1 의 입력률은 각각   

와   의 Poisson 프로세스이고 버스트 길이는  의 평

균값을 갖는 지수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출력링크는

  개의 파장을 갖고 있고 이 중 K 개는 공유파장의 수이

고 W-K는 전용파장의 수로 설정한다.
제안방식에 대한 상태천이도는 그림 6과 같다. 원내부의

A/B 표기 중 A 와 B는 각각 C0 와 C1 이점유하는 파장의

수를 나타내며   는 C0 와 C1 이 각각 i 개와 j 개의 파장

을 점유할 확률을 나타낸다.
상태천이도의 각 상태에 대하여 평형방정식을 수립하여

연립방정식을 풀면 각 상태의 확률   를 얻을 수 있다. 

  가 도출되면 C0 와 C1 의 손실률    와    는

식 (1)로 주어진다.

   
   

                          

   
   

  
  

    



(1)

클래스0의 스루풋 T0 와 클래스1의 스루풋 T1 은 입력된

트래픽 중 네트워크로 수용된 트래픽의 비율로 규정되고

전체 스루풋 T 는 이들의 합으로 주어지므로 식 (2)가 성립

된다.  

     

(a)

     

(b)

   

(c)

그림 5. 공유파장의 수가 파장사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Fig.5. Dependancy of number of sharing wavelengths on effectiveness of wavelength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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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V. 성능분석

그림 7은 전체 트래픽 중 C0 와 C1이 균등하게 입력되는

경우에 공유 기반의 허락 제어 방식에서 공유파장의 수와

전용파장의 수가 스루풋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그림 7에서 T1,1-3, T0,1-3, T1-3 은 전체파장의 수가 네

개인 경우에 공유파장의 수를 한 개 사용하고 전용파장의

수를 세 개 사용한 경우의 C1 , C0 및 전체 트래픽의 스루

풋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T1,2-2, T0,2-2, T2-2 늘 공유파

장의 수를 두 개 사용하고 전용파장의 수를 두 개 사용한

경우의 C1 , C0 및 전체 트래픽의 스루풋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6. 공유 기반 방식의 상태천이도
Fig. 6. State transition diagram for sharing based Scheme

그림 7 . 클래스0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50% 이고 클래스1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50%인 경우의 스루풋
Fig. 7. Throughput in case that input rates of both class0 and class1 are 50% of total input traffi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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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은 입력부하  를 나타내며  로표현된다. 그림

에서 T0,2-2 와 T0,1-3은 데이터값이 거의 동일하여 중복

해서 표현된다. 
그림 7로부터 T0,1-3>T1,1-3 와 T0,2-2>T1,2-2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제안된 방식은 공유 파장의 수에 상관없이 우선

순위가 높은 C0의 스루풋이 우선순위가 낮은 C1의 스루풋

보다 높게 나오므로 서비스 차별화 기능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또한 T0,1-3>T0,2-2 와 T1,2-2>T1,1-3 의 관계로부터

균등 트래픽 하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이 전용하는

파장의 수가 많이 할당될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트래픽의 스

루풋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인 반면에 우선순위가 낮은 트

래픽의스루풋은상대적으로크게낮아짐을알수있다. 따라

서 전체 스루풋은 T,2-2>T,1-3이 되는 것에 주목한다.  
그림 8은 전체 트래픽 중 C0의 트래픽이 80%를 차지하

고 나머지 20%가 C1의 트래픽인 경우의 스루풋을 나타낸

다. 스루풋간의 관계는 균등 트래픽과 동일하게 T,2-2> 
T,1-3>T0,1-3>T0,2-2>T1,2-2>T1,1-3 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우선순위가 높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집중되는 경우에

는 높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전용하는 파장의 수가 증대될

수록 높은 클래스의 스루풋은 커지지만 낮은 클래스의 스

그림 8. 클래스0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80% 이고 클래스1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20%인 경우의 스루풋
Fig. 8. Throughput in case that both input rate of class0 and class1 traffic are 80% and 20% of total traffic respectively

그림 9. 클래스0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20% 이고 클래스1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80%인 경우의 손실확률
Fig. 9. Loss probability in case that both input rate of class0 and class1 traffic are 20% and 80% of total traffi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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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풋은 전용파장의 수를 적게 하는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전체 트래픽 중 C0의 트래픽이 20%를 차지하

고 나머지 80%가 C1의 트래픽인 경우의 손실확률을 나타

낸다. 그림 9로부터 C0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입력부하에

상관없이 p0,2-2>p0.1-3 가 성립하므로 C0가 전용할 수 있

는 파장의 수가 많은 1-3 방식이 C0에는 효과적임을알수

있다. 반면에 C1의 경우 입력부하가 0.8 보다 작은 경우에

는 p1,1-3>p1,2-2 의 관계가 성립되고 입력부하가 0.8 보
다 큰 경우에는 p1,2-2>p1,1-3이 되는 것에 주목한다. 이
것은 입력부하가 특정 임계치를 기준으로 임계치 보다 적

은 경우에는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사용할 수 있는 파

장의 수가 많은 2-2 방식이 1-3 방식에 비하여 손실률이

낮아지지만 전체 트래픽 중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대부

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입력률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

면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 입력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태가

되므로 그만큼 손실률도 높아지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식은 스루풋 측면에서 서

비스 차별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선순위가 높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전용하는 파장의 수가 증대될수록 높은 클래스

트래픽의 스루풋은 어떠한 입력조건에서도 개선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 성능은

높은 클래스나 낮은 클래스가 균등하게 입력되는 경우와

낮은 클래스의 입력률이 낮은 경우에는 공유파장의 수가

많을수록 개선되지만 낮은 클래스의 입력률이 특정 임계치

를 초과하는 높은값이 되면 공유 파장의 효과는 다소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광 버스트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차별화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광 버스트 스위치의 출력

링크 파장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제안

했다.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파장 사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력링크 파장 중 일부를 우선순위

가 높은 파장이 전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가 높은

클래스의 트래픽과 우선순위가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이 공

유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제안된 방식의 성능 분석을 위

하여 마코흐 기반의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제안된

방식은 스루풋측면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식의 주요 성능인자인 파장의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입력 트래픽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

가 균등한 경우, 높은 클래스 트래픽이 집중되는 경우, 그리

고 낮은 클래스 트래픽이 집중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낮은 클래스의 트래픽 성능은

높은 클래스나 낮은 클래스가 균등하게 입력되는 경우와

낮은 클래스의 입력률이 낮은 경우에는 공유파장의 수가

많을수록 개선되지만 낮은 클래스의 입력률이 특정 임계치

를 초과하게 되면 공유 파장의 효과는 다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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