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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광대역 종합 정보 통신망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ATM 스위치의 방식 중
입력단 큐잉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셀 중제 기법으로 입력단 큐잉방식에서의 HOL
(Head-of-Line) 블럭킹과 출력단 충돌을 개선하여 입력단과 출력단의 매칭이 최대가 되도
록 하는 기법인 MUCS(Matrix Unit Cell Scheduler)를 개선한 WMUCS(Weighted Matrix
Unit Cell Scheduler)를 제안한다. WMUCS는 MUCS의 장점인 단순한 알고리즘과 높은 처
리율에 대한 특성은 그대로 지니면서 더 좋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MUCS의 문제점
인 기근(starvation)현상을 보완하여 최대 처리율을 거의 100%로 출력단 큐잉 방식에 근접
하는 뛰어난 결과를 얻어내었다. WMUCS의 성능 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하
였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파라미터는 최대 처리율과 평균 지연, 그리고 셀 손실률이다. 최
대 처리율은 예상한대로 순수한 MUCS보다 다소 개선되었다. 평균 지연은 버스티 트래픽의
경우에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셀 손실률도 MUCS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I. 서 론
ATM은 하나의 독립된 네트워크 기술로서 매우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갖고 있으며, 그 중
에서도 155.52Mbps정도의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해 줄 수 있는
ATM스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치의 설계에 있어서
버퍼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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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퍼의 관점에서 ATM 스위치는 크게 출력단 큐잉방식 공유 메모리 방식, 입력단 큐잉 방
식으로 나눌 수 있다[1][3]. 이 중 입력단 큐잉 방식은 스위치 패브릭(switch fabric)의 구현이
쉽고, 구조가 간단하며, 포트나 메모리의 속도를 올릴 필요가 없고, 셀 손실률(CLR : Cell
Loss Rate)이 낮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주어진 셀 손실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버퍼의
크기도 다른 방식에 비해 적다. 이런 점 때문에 확장성이 다른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 또한
셀 지연에 관한 특성이 우수하여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간에 민감한 멀티미디어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그러나, HOL 블럭킹(Head Of Line blocking)
문제, 입력단 충돌, 출력단 충돌로 인하여 스위치의 처리율(throughput)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3]

.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FIFO(First In First Out) 큐잉

과 바이패스 큐잉(bypass queueing) 혹은 FIRO(First In Random Out)이 있다. 이 방식은
한 타임 슬롯에 얼마나 많은 셀을 전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셀 손실률 및 평균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준최적화된 셀 중제(cell scheduling or cell arbitration)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셀 중제 기법이 발표되었고, 처리율 면에서는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출력단 큐잉 방식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MUCS(Matrix Unit Cell Scheduler)는 일종의 최대수 매칭(maximum size
matching) 방법으로 아주 뛰어난 처리율을 보여준다[4][5][6]. 이 기법은 입력단 충돌과 출력단
충돌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이
후 과정에서 경합에 참여하는 입출력단 쌍의 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MUCS를 기초로 셀 손실률이나 평균 지연 등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된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II. Weighted Matrix Unit Cell Scheduler
그 동안 발표된 여러 가지 기법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근래의 것으로는
PIN[(Parallel Iterative Matching) 계열이나 2DRR(Two Dimensional Round Robin) 알고리
즘이 있다

[7][8]

.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되어 HOL 블럭킹과 출력단 충돌을 해소하여 대역

폭의 이용률을 높여 최대 처리율을 거의 출력단 큐잉에 가깝게 하면서 하드웨어 구현이 비
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진 MUCS(Matrix Unit Cell Scheduler)를 고찰하고 이를 개선시킨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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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trix Unit Cell Scheduler 기법
셀 중제 초기에 트래픽 행렬 A를 만든다. 스위치의 크기가 N×N짜리 일 때, 행렬의 크기는

N×N이 된다. 각각의 파라미터 aij는 입력 포트 i 에서 출력 포트 j 로 가는 셀이 버퍼에 있
는 지의 유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aij는 음이 아닌 정수 값을 가지며 0 혹은 1이다. aij > 0
일 때는, 입력 포트 i에서 출력 포트 j로 가는 셀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aij = 0 일 때는, 입
[9]

력 포트 i에서 출력 포트 j로 향하는 셀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 그 다음 트래픽 행

렬 A로부터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 W를 만든다. 가중치 행렬의 크기도 역시 N×N이
다. 이 행렬의 파라미터 wij를 계산하고 나서, W의 요소 중 가장 큰 wij를 선택하여 차례로
반복하고(iteration) 갱신하여 행렬의 크기를 줄여 A'를 만든다. 다음 단계에서도 같은 방법
으로 트래픽 행렬을 줄여나가서 입출력단을 선택하여 최적화된 셀 선택 집합을 선택한다.
이 기법의 핵심은 입력단 충돌과 출력단 충돌이 가장 작아지는 입출력단 쌍을 선택하여 그
다음 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입출력단 쌍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6]

일련의 알고리즘은 하드웨어로 구현하여 동시에 병렬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이 가능하다

.

이제 MUCS 알고리즘의 과정과 특성을 알아보면, N×N을 스위치의 크기라 하고 M×M을
크기가 줄어든 행렬 A'의 크기라고 하자. 알고리즘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에는 M=N이고 A'= A 이다.
2) 각각의 반복 과정(iteration round)에서 가중치 행렬의 요소인 wij를 매 과정마다 aij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2

3) M 개의 wij 중에서 큰 제일 것을 선택한다. 이때 제일 큰 값이 복수개일 경우 i와 j가
겹치지 않는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도 된다. i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 입력
포트에서 하나만 선택하기 위함이다. j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출력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단 이렇게 선택된 aij에 대하여 i행과 j열을 모두 제거하고 크기가 줄어든 새로
운 트래픽 행렬 A'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역시 크기가 줄어든 A'에 대한 가중치 행렬 M'
를 만든다. 이제는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데 N개의 aij가 선택되면 중단한다.
4) 만일 가중치가 같고 i 와 j가 달라 선택 가능한 것이 여러 개 있다면 무작위로(randomly)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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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S는 버스티 트래픽 환경에서 MUCS의 성능이 별로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우수한 성능이 포트 수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는
[6]

것이다. 이는 MUCS의 확장성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따라서 대용량 ATM 스위치의 구현에 응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MUCS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MUCS에서 트래픽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각 입력
단에서 출력단으로 가는 패킷의 유무만을 따지기 때문에 각 입력 포트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큐 길이의 변이가 커져서 버퍼 넘침으로 인한 각 손실률의 특성이 나빠질 위
험이 크다. 이는 기근(starvation)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작위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지만 MUCS는 최대 수 매칭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한다. 이는
큐간의 공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더러 입력단 큐잉의 장점인 셀 손실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MUCS를 개선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B. 제안하는 Weighted MUCS 기법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행렬을 생성하는 과정에 변화를 주
었다. MUCS의 트래픽 행렬에서 각각의 파라미터 aij는 입력 포트 i에서 출력 포트 j로 가는
셀이 버퍼에 있는 지의 유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aij는 음이 아닌 정수 값을 가지며 0 혹
은 1이다. 이 부분에서, 셀이 없을 때 0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셀이 있을 경우에 단순히 유
무를 1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수를 세서 음이 아닌 정수로 표현한다.

그림 6 MUCS 알고리즘 적용

그림 2 WMUCS 알고리즘 적용
즉, 위의 식 (1)과 (2)에서 wij의 계산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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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선이 구체적으로 최대수 매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면, 트래픽 행렬을 만드는
방법으로 그림 1은 순수한 MUCS를 적용하였고 그림 2는 개선된 MUCS를 적용한 것이다.
MUCS를 적용하면 2단계에서 가중치가 1인 파라미터가 3개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무작
위로 선택해야 하는데, 운 좋게도 w23과 w32를 선택할 경우에는 3단계에서 w33을 선택하여 4
개의 입출력단 쌍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w33을 선택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3개
의 입출력단 쌍을 고를 수밖에 없다. 개선된 MUCS는 각 입력 포트에서 기다리는 셀의 수
를 트래픽 행렬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중치 행렬이 약간 다르게 나온다. 이 경우에 가중치
행렬의 파라미터 중에서 같은 값을 가질 확률은 버퍼가 안정되어 있는 한 거의 없다. 2단계
의 가중치 행렬을 보면 MUCS에서 같은 값을 가졌던 w23, w32, w33이 비로소 다른 값을 가
진다. 이제 2 단계에서 w23을 선택하고 나서 3단계에서 w32를 선택하면 4개의 입출력단 쌍을
고를 수 있다. 이와 같이 WMUCS(Weighted MUCS)라 이름 붙인 알고리즘은 가중치 행렬
에서 같은 값이 나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기근문제에 대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
한 입력 버퍼는 그만큼 셀이 쌓일 것이므로 타임 슬롯이 경과할수록 가중치 행렬에서 같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이산화된 (즉, 0 또는 1) 수치를 쓴 알고리즘보다 복
잡도가 다소 늘어나기는 하지만 MUCS 알고리즘이 본래 단순하고 계산이 적은 편이기 때
문에 최근의 하드웨어 속도라면 별 무리 없이 구현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상으로 Weighted MUCS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
션을 통해 다양한 트래픽 유형이나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MUCS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III. WMUCS의 성능 고찰
A. 시뮬레이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WMUCS

기법의

성능을

C++

언어로

작성한

사건

발생

(Event-Driven)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스위치에 부가하는 트래픽
은 크게 균일 무작위 트래픽(uniform random traffic)과 버스티 트래픽(bursty traffic)이다.
또 확장성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스위치의 크기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런 각 요소에
대하여 셀 도착률을 변화시켜가면서 성능 측정 파라미터로 최대 처리율, 셀 손실률과 평균
셀 지연을 측정한다.
B.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먼저 스위치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 파라미터인 최대 처리율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림 3은
포트 수에 따른 최대 처리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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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포트 수 N에 따른 최대 처리율
포트 수는 N=8, N=16, N=32로 하였다. 왼쪽은 균일 무작위 트래픽을 인가한 것이고 오른
쪽은 평균 버스티 길이가 5인 버스티 트래픽을 인가한 것이다. 트래프에서 보듯이 균일 무
작위 트래픽일 때는 포트 수 N에 상관없이 0.990을 상회하는 높은 처리율을 나타내었다. 버
스트 트래픽을 때에는 균일 무작위 트래픽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이 나오지만 역시 0.985를
상회한다. 주목할 것은 버스티 트래픽의 경우에는 포트 수 N이 커짐에 따라 처리율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림 4 셀 도착률에 대한 평균 지연[균일 무작위 트래픽]
그림 4는 셀 도착률에 따른 평균 지연을 나타내고 있다. 균일 무작위 트래픽을 인가한 것이
다. 셀 도착률이 0.7이하일 경우에는 지연이 거의 완만하게 유지되는데 0.7을 넘어서면 지연
이 커진다. 그림 5는 버스티 트래픽에 대한 평균 지연에 대한 것이다. 예측했던 대로 균일
무작위 트래픽보다는 버스티 트래픽에서 지연이 큰데. 0.7 이하에서는 대략 2배 정도이지만
0.7을 넘어서면 지연이 3배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림 4와 5에서 보면 스위치 포트 수의 증가
가 평균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는 WMUCS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림 5 셀 도착률에 대한 평균 지연[버스티 트래픽]
그림 6은 균일 무작위 트래픽에 대한 셀 손실률을 보여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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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셀 손실률을 유지

하기 위해서 N=8일 경우에는 큐 길이가 11정도 되어야 하고 N=16일 경우에는 큐 길이가
15정도 되어야 한다. 포트 수가 두 배인데 추가로 필요한 큐 길이가 4라면 그리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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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균일 무작위 트래픽에 대한 셀 손실률
그림 7에는 버스티 트래픽에 대한 셀 손실률을 나타내었다. 10

-6

이하의 N=8일 경우에는 큐

길이가 23정도 되어야 하고 N=16일 경우에는 큐 길이가 28정도 되어야 한다.

그림 7 버스티 트래픽에 대한 셀 손실률

그림 8 평균 지연으로 본 WMUCS와 MUCS
그림 8에서 평균 지연에 대하여 Weighted MUCS와 MUCS를 비교해 보았다. 셀 도착률이
0.6 이하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0.7 근처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0.99의 셀 도착
률에서는 20 슬롯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로부터 트래픽 부하가 높으면 Weighted MUCS의
평균 지연 특성이 MUCS보다 뚜렷하게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기근 문제의 해소와 공
평성 문제를 해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9에서는 최대 처리율의 측면에서
WMUCS와 MUCS를 비교하였다. 균일 랜덤 트래픽일 때보다 버스티 트래픽일 때 처리율의
개선폭이 더 크다. 즉, 버스티 환경에서는 WMUCS가 MUCS에 비해서 특히 최대 처리율이
더 우수하다.

그림 9 최대 처리율로 본 WMUCS와 M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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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은 처리율이 뛰어나고 알고리즘이 간단한 Matrix Unit Cell Scheduler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Weighted MUCS를 제안하였다. MUCS 기법에 저장된 셀
의 길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두어 입력단과 출력단의 쌍이 최대로 선택되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성능 분석 결과는 최대 처리율은 이상
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 출력단 큐잉 방식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처리율의 특
성은 트래픽 부하가 100%인 경우에도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또 스위치의 크기가 증가하
더라도 최대 처리율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셀 손실률은 입
력단 큐잉 방식답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스위치의 크기가 커져도 성능 인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MUCS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WMUCS 또한 간결한 알고리즘에 속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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