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2884/2004

技術報告書

안전통신망 구조 및 스위치 개발 요건

Development of the Switch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a Safety Data Communication System

韓 國 原 子 力 硏 究 所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4 년도 “원자로 MMIS 설계” 과제의 기술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년  12 월 

과 제 명 :  일체형원자로 MMIS설계기술개발

주 저 자 :  정 광 일 

공동저자 : 이 준 구

박 희 윤

구 인 수



- i -

요 약 문

일체형원자로 I&C 계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이 기종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 

설계 유연성의 개선, 설치의 단순화, 비용 감축 등을 위하여 통신망의 구축이 요

구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통신망은 토폴로지, 프로토콜, 망간접속장치, 전송매체 

등으로 구성이 된다. 이 중에서 망간접속장치의 하나인 스위치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치는 단위 데이터를 다음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 룩업 테이블에서 목

적지 주소를 읽어서 스위치의 입력 포트에 들어온 MAC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

하여 경로 또는 회선을 선택하는 장치로서, 고속으로 동작하며, 기존 네트워크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역폭 확장,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그레이드에 유리

한 장점을 가진다.

본 보고서는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해서 일반 기능 요건, 성능 요건, 운 요건과 같은 기본  설계 요건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용 스위치의 설계․구현 방

법, 안전통신망의 요건 분석, 현재까지 설계된 안전통신망 구조를 조사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 스위치의 상세 

설계 시 설계 방향 및 설계 기준 등에 대한 상위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설

계요건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요건 개발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용 스위치의 

선정 평가 시 참고문서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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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ccordance with digitalizing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I&C) 

systems in the integral reactor, a communication network is required for 

effective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the different equipment, an 

enhancement of the design flexibility, a simple installation and cost reduction. 

Generally, a communication network consists of a topology, the protocol, a 

communication medium, an interconnection device, etc. In this report, the 

development methods of switch and the architecture of a Safety Data 

Communication System(SDC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Switch is one of the interconnection devices to segment networks into 

different sub-networks. Segmenting the network into different sub-networks 

stops one network from becoming overloaded with traffic. And a switch 

selects the paths or circuits to transmit the MAC(Medium Access Control) 

frames which were reached the input port of switch, by reading the 

destination address in the lookup table. Switch has some advantages such as 

its high speed operation and enhancement of the bandwidth.

In this report, the design requirements for switch are presented, which 

are the essential requirements to develop the switch in a SDCS of the 

integral reactor. To establish these requirements,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COTS switches, the 

architecture of SDCS and the design requirements of a SDCS were 

performed. 

At the detail design stage, these requirements will be used for the 

top-tier requirements, especially the design target and design basis. To 

develop the detail design requirements in the future, mo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re required. In the case of selecting the COTS switch 

and developing the switch, these requirements will also be used for the 

evalua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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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체형원자로 MMIS의 안전통신망 계통간의 자료교환

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통신망 스위치의 갤발 기술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다. 

안전통신망의 개발을 위해서는 토폴로지, 프로토콜, 통신매체, 망간 접속장

치 등의 설계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이중에서 망간접속장치는 일체형원자로 안전

통신망이 여러 하부망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비안전통신망에 전송연계를 갖는 구

성에서, 이를 연계 및 접속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설계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망간 

접속장치는 리피터,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로 분류되며, 안전통신

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MAC(Medium Access Control)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지

므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제 2계층에 해당되는 스위치 장비를 

안전통신망의 망간 접속장치로 사용하게 된다.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되는 스위치 장비의 설계 개념 및 

기능은 상용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스위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개발 요건이 

일반 상용 통신망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설계 및 구현 방법에는 많

은 차이점을 보인다. 즉, 일반 상용 통신망이 네트워크의 성능과 비용을 가장 중

시하지만,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에서는 안전성, 신뢰도, 결정론적인 특성 등

을 최우선으로 하므로 개발 및 구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위치의 

개발 및 구현 기술의 관점, 스위치의 기능 및 성능 등에서 상용 통신망과는 다르

게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통신망의 각 채널의 채널 내에서의 통신, 채널

간의 통신 및 비안전통신망으로의 데이터 전송의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치의 기

능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요건 및 개발 방향을 제시

한다. 또한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는 안전통신망의 설계 요건을 따

라야 한다. 따라서 참고문헌 [3]의 “SMART-P 안전통신망 설계 요건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요건 외에 스위치 장비에 필요한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상용 스위치의 개발 

및 구현 방법, 기술동향 등의 조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일체형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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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통신망의 요건 및 현재까지의 안전통신망 구조 개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망간 접속장치 등을 소개하고 기능과 동작 원리 등

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상용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스위치의 설계 및 구현기술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정리하 으며, 4장에서는 기존 안전통신망의 설계 요건 정리 

및 이에 따른 안전통신망 구조의 설계 진행 상항을 다루었다. 또한 이러한 설계 

요건과 설계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의 기능과 

성능 관점에서 개발 및 구현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안전통신망 구조 및 스위치 개발 요건의 결론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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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망간접속장치

제 1 절  개요

망간접속장치는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이 여러 하부망으로 구성되거나 다

른 비안전통신망에 전송연계를 갖는 구성에서, 이를 연계 및 접속하는 장치로 이

용되는 설계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망간접속장치는 그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구분

되며, 리피터,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및 게이트웨이로 분류된다. 각각의 망간 접

속장치는 OSI 계층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층에서 동작한다.

그림 2.1.1은 OSI 계층 구조 및 동작 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2.1.1 OSI의 계층 구조 및 동작

 Process sending information 

application layer 

network layer 

presentation layer 

session layer 

transport layer 

physical layer 

data link layer 

Process receiving information 

applica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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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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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layer 

Performs functions 

and sends the data 

to the next-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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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ransmission of data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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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종류 및 기능

1. 리피터(Repeater)

IEEE 802.3에 규정된 것으로서, 네트워크 전송선로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

쇄되는 신호를 재생 및 전송선로를 통한 전송 시 파형의 감쇠나 손상된 신호를 

재생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서로 분리된 동종의 네트워크에서 거리를 연장하거

나, 여러 대의 리피터를 접속해 네트워크 노드 수와 케이블 길이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속장치이다. OSI 제 1계층인 물리계층(Physical layer)에 해당

되며, 접속되는 수가 제한된다. 리피터의 기능은 매우 단순하며, 라우터나 브리

지, 게이트웨이가 갖고 있는 프레임 필터링(filtering) 기능은 없다. 리피터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 LAN에서 많이 사용하 다.

그림 2.2.1은 리피터(혹은 허브)에서 감쇠 또는 손상된 신호를 재생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2.2는 리피터를 이용하여 전송선로 거리 연장 및 

접속 장비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2.2.1 리피터(허브)의 신호 전송

그림 2.2.2에서 리피터가 없으면 10Base-5 사양인 경우, 하나의 세그먼트 당 

최대 100대의 노드를 접속 할 수 있으며, 거리도 최대 500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리피터를 사용하면 LAN의 최대 전송거리도 연장되고 접속할 수 있는 장

비의 수도 많아진다. 그림 2.2.2에서 세그먼트라는 용어는 경우마다 그 의미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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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10Base-5나 10Base-2에서는 케이블의 양단에 터미네이터(terminator)라는 

도구를 부착하게 되는데, 이 터미네이터로 분리되는 하나의 구역을 세그먼트라고 

한다. 

그림 2.2.2 리피터의 기능 

허브(Hub)는 기능면에서 리피터와 유사하며, 단지 여러 포트를 가지는 것이 

리피터와 다른 점이다. 즉, 멀티포트(multi-port) 리피터로 볼 수 있다.

2. 브리지(Bridge)

가. 개요

브리지는 OSI 모델 계층에서 2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한다. 데

이터 링크는 다시 LLC(Logical Link Control) 계층과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에서 MAC 계층에서 통신을 하며 두 세그

먼트(segment)를 연결해주는 접속장치이다. 또한 동종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접속장비로서 리피터와 유사하나 기능상 차이점으로는 필터링, 포워딩

(forwarding)을 통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 

브리지의 기능은 모든 프레임을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정해진 

대로 보내주며 프레임이 전송되기 전에 프레임의 행선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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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SI 표준 모델에 의하면 브리지는 제 2계층에 해당된다. 즉, 데이터 링크 계

층을 사용하여 주소정보만을 인식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따라서 상위 계층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프로토콜과는 독립적인 접속 장치이다. 그러나 

전송을 위해 정렬된 데이터는 에러가 있는지 확인되며 다음 행선지 네트워크로 

보내진다. 결과적으로 라우터보다 브리지가 훨씬 빠르게 작동하지만 그만큼 세

하지는 않다.

브리지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local 브리지와 

remote 브리지로 나눈다. 로컬 브리지는 말 그대로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의 

LAN(Local Area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고 remote 브리지는 

LAN과 WAN(Wide Area 네트워크)을 연결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다

수의 LAN 세그먼트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나. 브리지의 동작

브리지가 동작하려면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이 필요하다. 룩업 테이블은 

브리지의 램(RAM)에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어 있지 않다. 처

음으로 브리지가 프레임을 받으면 그 정보를 룩업 테이블에 저장하게 된다. 여기

에 들어가는 주소는 MAC 주소가 들어간다. 여기에서 MAC 주소는 각 노드의 

NIC(Network Interface Card) 카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소를 말한다. 그림 

2.2.3은 브리지의 동작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2.3 브리지의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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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룩업 테이블과 비교해서 같은 세그먼트에 있다고 

판단되면 브리지는 상대편 세그먼트로 프레임을 전달하지 않으며(필터링), 상대

편 세그먼트로 전송되는 프레임이면 전송을 실행한다(포워딩). 그림 2.2.3의 그림

에서 왼쪽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서버 1로 보낼 때는 브리지로 온 프레임을 서

버 2가 있는 세그먼트로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왼쪽의 컴퓨터가 서버 2로 데이

터를 보내려고 한다면 브리지는 받은 프레임을 오른쪽 세그먼트로 보내게 된다. 

그림에서 collision domain은 브리지나 스위치의 각 포트나 허브로 연결되는 모

든 포트를 말한다.

브리지는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전송을 함으로써 트래픽의 감소효과를 가져

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되는 신호는 그대로 허용하기 때문이다. 한 네트워크

의 컴퓨터에서 전체 컴퓨터로 뿌려지는 브로드캐스팅 되는 신호를 브리지는 그

대로 보내 버리기 때문에 트래픽 조절의 기능이 없게 된다. 다음 절에 나오는 라

우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속장치이다.

표 2.2.1은 리피터와 브리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2.2.1  리피터와 브리지의 비교

동           작 브리지 리피터

신호재생 가능 가능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이에서 접속 가능 불가능

분리된 collision 도메인으로 네트워크 세크멘트를 나눔 가능 불가능

프레임의 물리적 주소(MAC)를 읽고 난 다음에 

프레임 전송 여부 결정
가능 불가능

손상된 프레임 버리기 가능 불가능

3. 스위치(Switch)

가. 개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MAC 프레임을 기반으로 스위칭을 하는 장비

를 2 계층 스위치라고 한다. 이 스위치는 브리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며, 

쉽게 말한다면 브리지에 포트를 많이 추가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브리지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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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여전히 트래픽의 증가가 있다. 스위치도 

연결된 모든 노드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나 데이터 프레임의 MAC 

주소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스위치 내부에서 목적지 포트를 연결하여 각 프레

임을 전송함으로써, 프레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속도가 빠른 효

과를 가지게 된다. 

스위치는 기존의 이더넷(Ethernet)이나 토큰 링(Token ring)처럼 공유 매체

를 이용하지 않고 각각의 스테이션에 독립적으로 LAN을 할당한다. 공유매체 

LAN은 주어진 어떤 순간에 세그먼트에 연결된 여러 개의 노드 중 하나의 노드

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나, 스위치는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스위치를 이용함으로서 기존의 NIC 카드, 케이블, 허브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대역폭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기술이다. 또한 로드(load)

를 분산함으로서 시스템의 다운을 방지하고,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응답시간의 지

연, 충돌에 의한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며, LAN 간의 통신량 병목 현상 

완화하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중의 송신지 주소와 다중의 목적지 주소를 

가진 다수의 프레임이 동시에 전송되는 경우에 고성능을 낼 수 있다. 브리지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과는 달리 하드웨어 기반으로 동작하여, 브리

지보다 월등히 높은 처리 능력을 가진다. 

그림 2.2.4는 스위치에서의 데이터 전송과정을 보여준다. 포트 4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포트 3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프레임에 목

적지 주소(3333.3333.3333)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스위치에서 이 프레임을 수신하

여 목적지 MAC 주소인 3333.3333.3333을 읽어 이 목적지 노드가 스위치의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MAC 룩업 테이블을 참고한다. 룩업테이블을 참고하여 

목적지 노드와 연결된 포트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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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스위치에서의 데이터 전송

나. 스위치의 구분

스위치는 기능적 구분에 따라 그림 2.2.5와 같이 3가지 스위치 계층으로 나

누어진다. 이러한 계층적 구분은 통하여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에서 유연하게 

확장시킬 수 있고, 네트워크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 할 수 있다.

• Access layer 스위치

접속 층의 스위치는 노드가 직접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부분에 설치되는 스

위치로서, LAN 스위치 중에 가장 간단한 종류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포트를 가

지고 있고 복잡한 기능을 제거한 스위치이다. 분배 층의 스위치와 이중화 연결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 계층에 쓰이는 스위치를 데스

크탑용 스위치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Distribution layer 스위치

분배 층의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계층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보통 접

속 층의 스위치를 연결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취합하는 중간 집합 장소로 사용되

며, 데이터 트래픽 조절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분배 층의 스위치는 여러 개의 

접속 층의 스위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충분한 용량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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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높은 성능을 가지는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 계층에 쓰이는 스위치를 워크그룹용 스위치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Core layer 스위치

코어 층 스위치는 LAN 또는 WAN의 모든 데이터 트래픽이 집중하는 부분

으로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 능력이 필요하다. 즉 

고속의 스위칭 능력이 필요하며, 스위치 자체에 문제가 발생 시에도 복구될 수 

있는 이중화 기능 및 빠른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

이다. 이 계층에 쓰이는 스위치를 백본용 스위치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림 2.2.5 스위치 기능에 따른 계층 구조

다. 브리지와 스위치의 비교

브리지와 스위치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기술은 복잡한 라우팅 기능을 소프트웨어 방식이 아닌 

고속의 하드웨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VLAN(Virtual LAN) 기술은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팅을 차단하고, 네트워크의 보

안성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로서, 논리적으로 분할된 스위치 네트워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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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스위치와 브리지의 비교

특 징 브리지 스위치

포트 도 낮음(보통 2-4개) 높음(보통 8개 이상)

포워딩 엔진
CPU 사용

(소프트웨어 처리)
ASIC 사용

(하드웨어 처리)

VLAN 지원 안 함 지원함

Layer 3 
스위칭

지원 안 함 지원함

스케줄링 지원 안 함 지원함

4. 라우터(Router)

가. 개요

라우터는 LAN과 LAN을 연결하거나 LAN과 WAN을 연결하기 위한 망간

접속장치로서, 알 수 없는 임의의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된다. 인터넷의 경우를 예로 들면, IP 주소를 참조하여 목적지와 연결되는 

포트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네트워크 주소가 다른 IP 주소를 가진 장비 간에 통

신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제 3계층 장비를 거쳐야만 한다. 이 경우 2계층 스위

치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라우터의 기능으로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팅(routing) 기능이 존재

하며, OSI 제 3계층에 해당된다. 라우터는 브리지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한 네트워크에서 다음 네트워크로 넘기는 방법은 또 하나의 계

층을 더 필요로 한다. OSI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라우터는 제 3계층, 즉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계층에서 네트워크 프레임은 프로토

콜 포맷으로 재구성되어 다음 네트워크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될지 결정된다. 

표 2.2.3은 라우터의 장․단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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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라우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환경설정 가능 : 관리 방침에 따라 
라우팅 방식이 결정, 전체 네트워크
의 성능이 개선된다. 

유지보수의 용이 :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경로가 결정된다. 

확장이 용이 : 네트워크 형상에 구애
받지 않으므로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
이 용이하다. 

초기 환경설정이 어렵다. 

특정 프로토콜이나 하위 프로토콜 
지원이 불가능하고 복잡하다.

고가격이다.

나. 라우터의 동작

라우터의 주요 동작은 주어진 목적지 네트워크까지의 도착할 수 있는 최상

의 경로를 선정하는 것이다. 경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라우터는 특정한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routing table)로 구축해 둔다. 라우팅 테이블은 목적

지 네트워크의 주소 정보,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착하기 위한 Next-Hop 라우터 

정보 그리고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착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 라우터에서 목적지 네트워크까지 

경로에 형성된 총 링크 수,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착하기 위한 대역폭 사용 메커

니즘에 따라 목적지까지의 소요 비용을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라우터에서의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라우팅이라고 한다.

라우팅 테이블을 구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적 라우팅(dynamic 

routing)과 정적 라우팅(static routing)으로 분리한다. 

∙Dynamic routing

  Dynamic Routing Protocol을 사용하여 라우터가 스스로 이웃한 라우터와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교환하면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만약 사

용할 경로가 삭제 또는 변경되면 라우터는 즉시 이웃한 라우터에 자동으로 삭제

된 경로 정보 또는 변경된 경로 정보를 전송한다. 따라서 초기 설정 이외에 별도

의 관리가 필요없는 라우팅 테이블 구축 방법이다.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 Ver. 1, RIP Ver. 2, OSPF(Open Shortest Path First)와 같은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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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이 여기에 해당된다. 

∙Static Routing

  관리자가 직접 라우터가 사용할 경로를 라우팅 테이블에 입력함으로 라우

팅 테이블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만약 사용할 경로가 삭제 또는 변경되면 그때마

다 번거롭지만 관리자가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라우팅 경로가 고정되어있는 네트워크 또는 라우팅 경로가 적은 네

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우팅 테이블 구축 방법이다.   

인터넷과 같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로 구현된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라우터는  IP 라

우팅을 설정한다. IP 라우팅이란 IP(Internet Protocol)에 의하여 데이터를 전송하

는 것을 의미한다.

다. 허브 및 스위치와의 비교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허브, 스위치보다 고가의 제품이지만, 속도는 더 느리

다. 라우터는 초당 수십만 프레임을 전송하는 정도이고, 스위치는 초당 수백만의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여기에서 라우터를 사용하는 이유를 허브와 스위치로 

구현된 네트워크의 단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허브는 OSI 모델의 제 1계층에 속하는 멀티포트 리피터이다. 또한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한다. 전송할 프레임이 허브 포

트에 도착하면, 허브는 자신의 포트에 연결된 모든 장비들에게 프레임을 전송한

다. 이때 프레임은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고, 신호는 전송되는 동안 점점 감쇄한

다. 허브는 감쇄된 신호들은 원래 신호까지 다시 재생시켜 전송한다.

만약 허브만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네트워크 범위는 신호가 감

쇄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전송미디어 공유로 인한 혼잡 : 노드들 간의 대역폭 경쟁으로 인하여 혼

잡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속도가 다른 네트워크간의 연결 불가능 : 허브는 속도가 다른 네트워크

간의 WAN 커넥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반경을 확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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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적 프레임 전송 : 허브는 목적지 주소를 결정하지 못하므로 모든 

프레임을 자신에게 연결된 전체 노드로 전송하기 때문에(플러딩 : flooding) 네트

워크의 혼잡을 증가시킨다.

스위치는 각 포트별로 고정된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스위치에 연결된 사용

자들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스위치는 허브로 구축

된 네트워크의 단점들을 해소하면서 잠정적으로는 네트워크 대역폭 활용성을 증

가시킨다.

하지만 스위치를 사용한 네트워크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네트워크

의 반경이 제한된다. 

∙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전송 :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필요

한 프레임이다. 하지만 스위치도 역시 허브와 동일하게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

에게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차단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네트워크의 

혼잡 상태를 피할 수는 없다. 라우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브로트캐

스트 프레임이 전송되는 반경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플러딩 프레임 : 플러딩이란 수신주소가 룩업 테이블에 없거나, 모든 장

치에 대해 다중전송이 된다면, 스위치는 수신한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에 프레

임을 플러딩한다. 즉, 플러딩은 룩업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네트워

크 노드들에게 프레임이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에 트래픽이 점점 더 증가되고 이로 인한 혼잡 상태를 피할 수 없다. 스위치를 

이용하더라도 한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간의 연결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과 

플러딩 프레임으로 점유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솔루션일 수가 없다. 

라우터는 위와 같은 스위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6과 같이 라우터를 사용함으로써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전송 역이 제한되

어 과도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에 의한 혼잡이 줄여질 것이다. 또한 라우터는 

OSI 참조 모델 제 3계층에 속하는 장비로서 네트워크 계층 정보를 기초로 하여 

프레임을 전송한다. 네트워크 레이어 정보에는 목적지 주소에 해당되는 노드의 

주소 정보와 노드가 속한 네트워크 주소 정보가 수록되어있다. 따라서 목적지 노

드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목적지 노드가 속한 네트워크 주소를 알기 때문에 

목적지 네트워크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스위치처럼 프레임을 전체 네트워크로 플

러딩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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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라우터로 인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분할

5. 게이트웨이(Gateway)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특성을 상호 변환시켜 호환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중계를 담당하는 접속장비를 말한다. 즉, 프로토

콜 변환, 주소변환 기능 등을 수행하며, OSI 제 1계층에서 제 7계층을 모두 포함

하는 접속장치이다. 하드웨어와 프로토콜, NOS(Network Operating System)가 

전혀 다른 PC, 대형기종, 미니급 컴퓨터 등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프

로토콜을 변환시켜 결합시켜준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용의 네트워크에서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가 

프락시(proxy)서버나 방화벽(firewall) 서버, 스팸 메일을 탐지하는 전자메일 필터

링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게이트웨이 앞단

에 라우터나 스위치 등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림 2.2.7은 게이트웨이에서의 프로토콜 변환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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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게이트웨이에서의 프로토콜 변환

제 3 절  비교 및 고찰

이상과 같이 망간접속장치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리피

터는 허브에게, 브리지는 스위치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고 사라지고 있는 장비들

이다. 또 2계층 스위치는 하위 계층 장비인 허브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

며, 3 계층까지 제작된 스위치도 생산되고 있으며, 2계층 스위치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허브대신에 2계층 스위치나 3계층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

으며, 2계층 스위치 대신에 3계층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위계층

의 장비일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브리지와 스위치는 리피터(허브)와 마찬가지로 LAN 장비를 물리적으로 연

결시키고, 전송거리를 연장하며, 신호를 멀리 전송한다. 그러나 단순히 전기적인 

신호를 증폭시키지 않고 프레임을 재생한다. 즉, 수신한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  

전송한다. 브리지는 스위치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고 사라지고 있으나, 스위치와 

관련된 많은 프로토콜들이 아직까지 브리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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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PC에서 사용되는 많은 통신용 프로토콜들이 브로드캐스트 프레

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위치에 접속된 장비가 많아질수록 브로트캐스트 트래픽

도 증가하고, 이로 인한 네트워크의 성능저하가 심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스위치 관련 기술로서 VLAN이 도입되었다. 동일한 스위치라도 

VLAN이 다르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차단되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의 플러

딩으로 인한 성능저하와 보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OSI 3계층 에 속하는 IP 주소를 보고 스위칭 하는 스위치가 나오

고 있으며, 이를 L3(Layer 3)스위치라고 하며, IP 주소와 TCP/UDP 포트번호까

지 참조하여 스위칭 하는 장비를 L4스위치라고 한다. 이렇듯이 스위치는 고속전

송을 장점으로 3계층 장비인 라우터의 기능까지 탑재하기도 하며, 라우터는 반대

로 고속전송이 가능한 스위치의 기능을 탑재하기도 한다.

현재 안전통신망은 기본적으로 MAC 주소를 사용하도록 요건서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MAC 계층에 해당하는 브리지나 스위치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

다. 이중에서 브리지의 기능을 스위치가 대신하며, 결정론적인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표 2.3.1에서 보듯이 고속 처리 및 고속전송을 통한 중계지연이 가장 적

은 스위치를 안전통신망의 망간접속장치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안전통

신망과의 전송을 위한 망간접속장치로는 게이트웨이가 사용되어야 하며, 게이트

웨이를 통과하면서 안전통신망의 프로토콜 데이터를 비안전통신망의 프로토콜 

데이터로 변환하여 비안전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한다.

표 2.3.1은 각 망간접속장치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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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망간접속장치의 비교 

항  목 리피터 브리지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크기 소 중 중 대 대

OSI 계층 1 계층 2계층 2계층 3-4계층 1-7계층

기능
전송거리 

단순연장

트래픽 재생 

및  분산

트래픽 

고속전송

 최적경로선택 

통한 네트워크 

연결선택

이종 프로토콜 

변환

중계지연 소 중 소 중-대 중-대

경로방법 Loop 금지 STP STP 각종 프로토콜 N/A

이종 LAN 접속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브로드캐스트 투과
투과 또는 

차단

투과 또는 

차단
차단 N/A

필터링 없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보안관리 불가능 일부 가능 가능 유연한 관리 유연한 관리

에러처리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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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스위치 설계 기술

제 1 절  개요

안전통신망의 MAC 사용 요건에 따라 스위치를 안전통신망의 망간접속장치

로 사용하는 것을 앞서의 내용에서 제시하 다. 스위치의 기능적 특성을 살려 안

전통신망에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서, 스위치의 현재 설계 기술 

및 기술동향이다. 스위치 설계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스위치 

구현방식, 스위치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구조, 스위치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

어적인 알고리즘 등, 스위치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계속해서 투고되고 있으며, 

많은 상용 네트워크 벤더에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가비트 이더

넷(Gigabit Ethernet)을 넘어서 테라비트 이더넷(Terabit Ethernet) 스위치까지 

설계되어지고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전송이 가능한 스위치가 구현되어 판매

되기까지 수많은 설계/구현 기술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정리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장부터는 이러한 스위치의 설계 기술 및 소프웨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정리/분석하 으며, 기술동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이다.

1. 스위치의 구성

일반적인 스위치의 구조는 그림 3.1.1과 같이 입력포트 모듈, 스위칭 패브릭 

모듈, 프로세서 모듈, 출력포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및 출력포트 모듈에

서는 물리계층과 MAC 계층의 접속기능을 수행하고, 버퍼링(buffering) 기능, 룩

업 및 프레임의 포워딩 기능을 수행하며, 스위칭 모듈은 스위치 순서를 결정하는 

arbitration 기능과 스위칭 패브릭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제어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프로세서 모듈은 망 관리 기능 및 STP(Spanning Tree Protocol) 기능, 

라우팅 기능 등을 수행한다.

그림 3.1.1과 3.1.2는 개략적인 스위치 구조 및 상세한 스위치 기능구조를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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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개략적인 스위치 구조

스위칭 패브릭 모듈은 실제적인 경로를 배선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프

로세서 모듈이 룩업 테이블을 참고하여 경로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결선을 하여 

데이터가 목적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스위칭 패브릭 모듈은 3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프로세서 모듈은 직접 설계/구현할 수도 있으며, 네트워

크 프로세서(그림 3.1.2)를 사용할 수도 있다. 입력포트 모듈과 출력포트 모듈은 

스위치의 입력 및 스위치의 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메모리의 위치에 따라 4

가지로 나누어진다. 입/출력 포트 모듈을 하나의 카드에 만들어 놓은 것을 ‘라인

카드’로 불려진다.

그림 3.1.2 상세한 스위치 기능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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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적절한 프로세서 모듈, 스위칭 패브릭, 라인카드를 

조합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적당한 전송방식,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등

의 기능을 탑재하여 스위치를 구현할 수 있다.

2. 스위치의 동작

다른 노드 또는 스위치로부터 프레임이 라인카드에 도착하면 라인카드에서

는 해당 링크 계층을 종단시키고, 수신된 프레임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즉, 이

더넷의 경우 CRC(Cyclic Redundancy Code)검사를 한다거나, ATM의 경우 수신

된 셀을 프레임으로 조합하는 등의 기능을 말한다.

다음으로 프레임 헤더에 대한 에러를 검사하고 목적지 주소를 읽은 후, 룩

업 테이블에서 출력 포트 정보를 알기위해 룩업을 수행한다. 일단 스위치가 주소 

룩업을 성공했으면, 새로운 헤더 체크섬(header checksum)을 계산하여 헤더를 

수정한다. 그 이후,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프레임을 출력 포트로 보내며, 출력 라

인 카드에서는 링크 계층 헤더를 붙여서 다른 스위치 또는 목적지 노드로 프레

임을 전송한다. 

최근의 고성능 스위치에서는 프레임 흐름의 QoS(Quality of Service)를 보

장하기 위해 프레임 구분(frame classification)과 출력 스케줄링(output 

scheduling)기능을 수행한다. 프레임 구분은 입력 라인카드에서 주소 룩업 전에 

수행되는데, 프레임 헤더의 송신지/목적지 주소, 송신지/목적지 포트 정보, 프로

토콜 필드 등을 미리 설정된 프레임 구분 규칙에 따라 프레임을 흐름별로 구분

한다. 이렇게 구분된 프레임이 출력 라인카드에 도착하면 흐름별 출력 큐에 저장

되며, 각각의 흐름의 QoS를 보장받으면서 프레임이 출력될 수 있도록 출력 순서

를 조절하는 것이 출력 스케줄링이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출력 스케줄링으로서

는 WRR(Weighed Round Robin), WFQ(Weighed Fair Queueing), DRR(Deficit 

Round Robin) 등이 있다.

스위치는 각 프레임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프레임 

처리 성능에 주로 향을 미치는 것은 프레임 구분 및 주소 룩업, 그리고 백플레

인에서의 프레임 전송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임 구분과 주소 룩업을 수행하는 

부분을 별도로 포워딩 엔진(FE : Forwarding Engine)이라고 부르며, 스위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워딩 엔진과 백플레인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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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계 및 구현 기술

스위치는 설계 및 구현 기술에 따라 스위치 패브릭에 따른 분류, 메모리 위

치에 따른 분류, 프레임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다

음의 각 절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스위치 설계 및 구현 기술을 자세하게 소

개한다. 이외에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주소학습방법, 네트워크 프로세서, 라인카

드, 스위칭 속도 등에 대한 기술을 소개한다. 

1. 스위치 패브릭에 따른 분류

스위치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할 스위치의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3가지 중에서 어떤 구조로 스위치를 설계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요건들을 고려하여 스위치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공유 메모리 스위치(Shared memory switch)

입력 버퍼들이 하나의 주 메모리에 존재하는 구조이다. 스위치가 프레임을 

중계하기 전에 프레임을 주 메모리에 저장하며, 축적전송방식(store and forward  

방식 : 다음절 참고)으로 동작한다. 한 포트에서 다른 포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유 버스 스위치보다는 가격 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나. 공유 버스 스위치(Shared bus switch)

스위칭 ASIC 칩들 사이에 고속의 데이터 버스가 연결된 구조이다. 프레임

이 버스에서 전송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된 후, 이 버스를 통해 출력 포트로 전

송한다. 이 버스는 각 포트의 최대 전송 속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데이터 

경로의 병목 현상이 없으므로 보통 "Non-blocking" 스위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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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공유 메모리 스위치

그림 3.2.2 공유 버스 스위치

다. 크로스바 스위치(Crossbar switch)

Point to point 연결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이다. 여러 개의 도로가 

하나의 교차로를 지나는 형태와 유사하다. 트래픽이 많지 않을 때에는 

Cut-through 로 알려진 방식처럼 프레임을 버퍼에 저장하지 않고 출력 포트로 

바로 전송 한다. 그러나 트래픽이 많을 경우 곧바로 출력 포트로 전송될 수 없으

므로 이를 저장하기 위한 입력 버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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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저렴하며 스위치 장비에 적용된 최초의 구조인 반면 너무 간단해서 

저속도 인터페이스(Ethernet, Token-ring)를 고속도 인터페이스(ATM, FDDI) 로 

변환하기에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ASIC 기술의 발달로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림 3.2.3 크로스바 스위치 

표 3.2.1은 상용의 스위치 패브릭 칩셋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의 상

용 스위치 패브릭이 크로스바 스위치 구조의 VOQ(Virtual Output Queue) 구조

임을 알 수 있으며, 대용량의 전송속도를 지원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기가비트 

이더넷 또는 테라비트 이더넷 경향에 따라 각각의 스위치 패브릭 칩셋들은 입출

력 포트는 32포트에서 최대 1024 포트까지 포트당 1G, 2.5G 또는 10G를 지원하

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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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스위치 패브릭 칩셋 비교

PMC-Sierra IBM AGERE (구 Lucent) MindSpeed

칩셋 ETT1 TTX PRS64G PRS-EQ

PI-40

(PI-40x memory switch 

PI-40C Crossbar switch

CX27300

(CX27301 Queue 

Manager CX27302 

Crossbar Switch)

스위치구조
VOQ with 

crossbar

VOQ with 

crossba

Shared 

memory + 

VOQ

Shared 

memory + 

VOQ

3단(Memory-Space-Mem

ory)
VOQ with crossbar

용량

(Full duplex)

40G ∼ 

320G
40G ∼ 2.5T 40G ∼ 80G

40G ∼ 

320G
40G ∼ 2.5T 40G ∼ 320G

Linecard

(NP)

I/F 규격

LCS2 LCS2 DASL
2.5G 

UniLink
Propriety Serial Link SkyRail Link Protocol

I/O

Max 32 

ports @ 

10G

Max 256 

ports @ 

10G

32 ports @ 

2G, 10G 

ports with 

link 

bundling

64 ports @ 

1G, 10G 

ports with 

link 

bundling

Max 1024 ports @ 2.5G

port grouping : 1, 2,4,8,32 

link grouping support

Max 256 ports @ 2.5G

port grouping : 1x 

OC192 or 4x OC48

320Gbps구성

(full duplex)

237 chips

(500W)

38 chips

(340W)
N/A

4 chips

(140W)

20 chips (PI-40X : 16, 

PI-40C : 4)
24 chips

2.5Tbps 구성

(Full duplex)
N/A

480chips

(7447W)
N/A N/A N/A N/A

2. 메모리 위치에 따른 분류

스위치의 구조를 분류함에 있어서 고전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메모리(버퍼)

의 위치에 따른 구분으로서, 스위치의 특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위치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출력포트로 향하는 프레임이 동시에 2개 

이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버퍼를 두어 출력 포트 경쟁에 실패한 

프레임을 저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메모리의 위치에 따라 입력버퍼 스위치, 

출력 버퍼 스위치, 공유 버퍼 스위치, 혼합 버퍼 스위치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입력 버퍼 방식은 출력 버퍼나 공유 버퍼 방식과는 달리 스위칭 패브릭의 

교환  속도와 버퍼 메모리의 읽기 쓰기 속도가 전송 링크의 속도 급에서 동작하

면 되기 때문에 고속 스위치 구현에 적합하다. 이에 반해 출력 버퍼나 공유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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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스위칭 패브릭의 교환 속도와 버퍼 메모리의 읽기 쓰기 속도가 링크 전

송 속도의 N(스위치 포트 수)배 만큼 더 빨라야 하므로 구현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가. 입력 버퍼 스위치

입력버퍼 스위치는 크로스바 등의 공간분할(space-division)형 논블록킹

(nonblocking) 스위치 앞에 입력 버퍼를 두며 arbitration을 통해 출력포트로 보

낼 프레임을 정한 후에 전송하기 때문에 arbitration 성능에 따라 성능이 결정된

다. 공간분할형 스위치가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ASIC화가 용이하고 포트 속도를 

고속화하기 쉬우나 전형적인 입력버퍼스위치는 단일 FIFO버퍼를 사용할 경우 

HOL(Head Of Line) 차단 현상 때문에 성능이 이론적으로 58.6%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력 포트 및 출력포트마다 별도의 큐(queue)를 두

는 VOQ(Virtual Output Queue) 구조와 효율적인 arbitration에 의해 HOL 블록

킹을 없애면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고속 포트 속도의 수용이 용이한 구조이

기 때문에 상용시스템의 스위치 구조로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그림 3.2.1에서 HOL 차단 현상을 설명하면, 입력단 1에 목적지가 1인 데이

터가 있고 입력단 3에는 목적지가 각각 1과 3인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

다. 이 때, 입력단 1의 출력단 1로 가는 데이터가 먼저 전송되도록 선택되면 입

력단 3의 목적지가 출력단 1인 데이터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만(다른 놈이 가

고 있으므로) 목적지가 3인 데이터는 많이 기다리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출력단 3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도 내 앞의 데이터(선두에 위치

한 데이터)가 전송 차단되어 뒤에 있는 자신도 전송이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HOL 차단 현상(Head-Of-Line block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HOL 차단 현상의 이유로 입력 버퍼 스위치의 성능이 58.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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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입력 버퍼 스위치

나. 출력 버퍼 스위치

특정 출력 포트가 스위칭 타임 슬롯(하나의 고정길이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스위치나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모든 동작은 타임 슬롯을 기준으로 

기술된다)동안 하나의 프레임만 수신이 가능한 입력버퍼 스위치와는 달리, 출력

버퍼 스위치는 동일 타임 슬롯 내에 모든 입력포트에서 하나의 출력포트로 향하

더라도 이를 출력버퍼에서 받아줄 수 있는 구조로서, 출력 포트에서 충돌이 없

다.

출력 버퍼 스위치가 이론적으로 가장 성능이 우수하나 출력버퍼의 대역폭이 

입력포트의 N+1(N은 스위치 입력 포트 수)배가 되어야 하므로 고속의 스위치 

제어가 필요하게 되고, 구현상 입력 포트 수에 제한이 있으며, 하드웨어 복잡도

가 높아 용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저속의 스위치에 적합하며, CISCO사의  

HyperSwitch, Fore System 사의 ASX-1000 등과 같은 초기의 스위치 모델에 

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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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출력 버퍼 스위치

다. 공유 버퍼 스위치

공유 버퍼 스위치는 출력 버퍼 스위치에서 출력버퍼들을 하나의 공유메모리

로 구현한 것으로 공유효과에 의해 출력 버퍼 스위치와 동일 성능을 위한 메모

리 요구량이 적지만 공유메모리의 대역폭이 입력포트의 2N배여야 하므로 역시 

구현 가능한 스위치 크기에 제한이 있다. 동작원리로 볼 때 공유버퍼 스위치는 

논리적으로 출력 버퍼 스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출력 버퍼 스위치로 분류

하기도 한다. 

공유버퍼 스위치는 최적의 성능이면서 출력 버퍼 스위치보다 적은 메모리 

요구량을 갖기 때문에 단일 칩으로 구현 가능한 용량 이하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표 3.2.1의 IBM 사의 스위치를 비롯한 많은 스위치에서 채택되고 있다.

라. 혼합 버퍼 스위치

실제로 대부분의 상용시스템에서는 버퍼를 입력이나 출력 측 어느 한 곳에

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스위치 구조에 관계없이 입력 버퍼

와 출력 버퍼를 두고 있으며, 공유 버퍼 스위치인 경우 스위치 패브릭 내에도 버

퍼가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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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술 동향 및 분석

이상은 이론적인 구분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상용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

지 이유로 인해 스위치 구조에 관계없이 입력 버퍼와 출력버퍼를 두고 있으며, 

공유 버퍼 스위치 구조의 경우 스위치 패브릭 내에도 버퍼가 존재하게 된다. 공

유버퍼나 출력 버퍼 스위치의 경우 높은 대역폭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SIC 내부에 메모리를 내장하게 되는데, 하나의 칩 내에 수용 가능한 버퍼 크기

의 제한 때문에 적정양의 프레임만 칩 내에서 수용하고 공유 버퍼나 출력 버퍼

가 찼을 경우에 입력포트로 백프레셔(back-pressure)를 줘서 더 이상의 프레임을 

스위치로 보내지 않고 입력포트의 입력 버퍼에 저장하게 한다. 입력 버퍼는 라인 

속도로 동작하면 되기 때문에 저가의 DRAM으로 대용량화가 가능하면서, 공유

버퍼나 출력버퍼의 용량을 확장시킨 효과를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입력 버퍼는 

대부분의 상용스위치에서 채택되고 있다. 

입력 버퍼 스위치는 논블로킹(nonblocking) 스위치인 크로스바나 batcher- 

banyan 스위치를 사용하며, 스위치의 동작 속도가 입력 라인의 속도와 동일하여 

링크의 고속화에 유리하고, 스위치 내에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ASIC으로 구현하

기도 좋다. 그러나 입력 버퍼를 FIFO로 운 할 경우, HOL 차단 현상때문에 기

본적인 입력버퍼 스위치는 최대 스루풋이 58.6%로 낮은 것이 단점이다. 지연 및 

스루풋 성능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출력 버퍼 스위치로서, 일반적으로 버스 구

조를 취한다. 이상적인 출력 버퍼 스위치는 N x N 스위치에서 최대 N개의 프레

임을 한 타임 슬롯 내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버스의 대역폭이 

NV(V : 입력링크속도)이고 출력버퍼의 액세스 속도가 (N+1)V가 되어야 한다. 

출력 버퍼 스위치는 N 배로 내부속도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현할 수 있는 

스위치 용량이 제한된다. 공유버퍼 스위치는 논리적으로 출력 버퍼 스위치와 동

일한 구조이며 단지 출력 버퍼를 공유해서 버퍼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을 지녔다. 여기서는 공유메모리의 속도가 2NV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량 확

장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0Gbps 내지 20Gbps 용량의 공유버퍼 

스위치는 현재의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고,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상용 스

위치들이 채택해 왔다. 

출력 버퍼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 포

트 속도와 스위치 내부 속도의 차이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위치 패브릭 

내부 속도는 프레임의 분할-재조립(segmentation & reassembly) 및 내부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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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인해 입력 포트 속도보다 더 높아야 되며 하나의 스위치 포트가 여러 개

의 저속의 물리 포트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력 버퍼가 필요하다. 

이 외에 입력 버퍼 스위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스위치 내부 속도의 

speedup 을 하는 경우에는 한 타임슬롯에 하나 이상의 프레임을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 버퍼가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를 특별히 CIOQ(Combined Input and 

Output Queueing) 스위치라고 분류한다. 입력 버퍼 스위치는 스루풋이 출력 버

퍼 스위치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용 입력 버퍼 스위치에서는 이러한 speedup방

법을 성능 개선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력 버퍼 스위치가 이론적으로 가장 성능이 우수

하나 하드웨어 복잡도가 높아 용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모든 스위치 

구조 연구는 하드웨어 복잡도를 낮추면서 출력 버퍼 스위치의 성능에 근접하는 

스위치 구조를 찾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상용 스위치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조는 공유버퍼 스위치이거나 VOQ + Crossbar 기반의 입력 버퍼 스위치가 일

반적이다. 공유 버퍼 스위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하드웨어 복잡도 

때문에 수십 Gbps 이하의 스위치에서 사용되며, 스위칭 속도 및 용량 확장 방법

을 이용해서 스위치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IBM의 PRS 시리즈 스위치, Agere

의 PI-40SAX, AMCC의 nPX5800, Erlang의 ENET-Se, Paion의 GES 등이 상용

의 공유 버퍼 스위치이다.

상용의 기가비트 라우터에서는 링크 속도와 총 스위치 용량이 높아짐에 따

라, 내부 속도 증가가 요구되는 공유 버퍼 스위치나 출력 버퍼 스위치보다는 입

력 버퍼 스위치가 채택되고 있다. 단 스루풋 성능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VOQ(Virtual Output Queueing)구조를 도입하게 되었다(표 3.2.1 

참고). 그림 3.2.6은 VOQ를 적용한 크로스바 스위치를 보여준다. 이 스위치에서 

각 입력 버퍼는 출력 포트별로 논리적 큐를 가지며, 입력 프레임은 자신의 목적

지에 대응하는 큐에 저장된다.

VOQ에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실제로 구현되어 실행시키는 스케줄러

(scheduler)는 모든 입력 큐에 저장된 셀의 정보를 바탕으로 충돌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레임을 선택해 전송시킴으로써 HOL 차단 현상을 없앨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스케줄러의 성능이 스위치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라인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 프레임마다 수행해야 하는 스케줄링 시간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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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단순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O(N)(N : 스위치 입력 포트 수)

이기 때문에, 크로스바 스위치로 구현할 수 있는 스위치의 크기는 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한된다. 대표적인 기가비트 라우터인 Cisco 12000 GSR의 

스위치 구조가 이와 같은 VOQ + 크로스바 + 스케줄러의 구조인데, ESLIP 이라

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멀티캐스트와 여러 개의 QoS 클래스를 지원

하도록 하 다. VOQ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100%의 스루풋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입력버퍼 스위치의 스루풋 한계를 없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6 VOQ 구조의 스위치 

그러나 VOQ 구조가 스루풋의 제한은 없앴다고는 하지만, 출력 버퍼 스위치

의 특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스위치에서 연결별 QoS 보장을 위해 주목 받

고 있는 FQ( Fair Queueing) 알고리즘은 출력 버퍼 스위치를 기본 가정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입력 버퍼 스위치에서 FQ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

다. 따라서 입력 버퍼 스위치로서 출력 버퍼 스위치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speedup이 있는 CI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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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VOQ를 채택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CIOQ 스위치는 입력 버퍼

와 출력 버퍼를 모두 가지는데, 출력 버퍼는 성능 향상을 위한 내부 speedup을 

하기 위해 장착되었다. CIOQ 스위치에서는 2배의 speedup 만으로 출력버퍼 스

위치를 완전히 에뮬레이션 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 

VOQ 방식의 스위치는 큐의 개수가 스위치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

며(스위치의 크기를 N이라 할때 필요한 메모리의 개수는 N2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관련 제어회로 및 제어에 필요한 시간도 선형적으로 혹은 지수적

으로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출력 버퍼 스위치 방식으로 보다 빠른 스위

치를 설계하는데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치의 성능이 

VOQ 스위치에 비해 약간은 떨어질지라도 비교적 적은 수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고속 스위치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스위치의 성능과 하드웨어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각 입력포트에 대해 2개 혹은 4개의 큐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

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림 3.2.6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입력포트의 큐의 개수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20% 이상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지만, 큐의 개수가 계속

해서 증가할수록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의 폭은 미미해 진다. 큐의 개수를 제한

하는 경우 약간 나빠지는 성능은 비슷한 수의 스위칭 패브릭을 여러 층으로 사

용하는 다중 스위치 플레인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입력 트래픽을 

여러 개의 스위치에 분산시켜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스위치의 부하를 낮춰서 물

리적 speedup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정 스위치가 고장이 날 경우에도 

자동적인 load balancing에 의해 그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스위치들이 입력 트

래픽을 처리하게 되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그림 3.2.11

에서 볼 수 있다. 

3. 프레임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

프레임 전송은 2계층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전송한다. 2계층 스

위칭이란 입력 포트를 통해 들어온 프레임을 목적지 MAC 주소를 기반으로 출

력 포트를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서, 스위치 장비 전체가 “Broadcast Domain”이 

된다. 프레임 전송 방식은 Cut-through, Store-and- Forward, Modified 

cut-through 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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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ut-through

중계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전체 프레임이 수

신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수신되는 프레임의 목적지 MAC 주소를 분석하여 해

당 송신 포트를 결정한다. 

수신 포트에 프레임을 수신하고 있는 동안 이 프레임을 송신 포트로의 송신

이 가능하므로 매우 낮은 중계 지연 시간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복

수의 포트에서 어느 한 포트로 프레임이 동시에 전송될 때 한 포트만이 프레임

을 전송 가능하며, 또한 송신 포트에 접속한 장치가 프레임을 전송중일 경우에도 

혼잡상황(congestion)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진다.

나. Store-and-Forward

전체 프레임을 모두 버퍼에 저장하고 프레임 오류를 검사한 후 해당 포트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브리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스위칭 동작을 수행

하며, 전체 프레임을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한 후 중계한다. 이 방식은 

cut-through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에러 프레임, 적체 현상들을 모두 해결하지

만, 전체 프레임을 수신하여 메모리에 저장한 후, 중계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

해 중계하므로 cut-through 방식에 비해 중계 지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

며 스위치의 스위칭 성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  Modified cut-through

프레임의 처음 64bytes를 검사하여 헤더의 체크섬 에러를 검사한 후 전송하

는 방식이다. Cut-through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중 64Byte 이하의 프레임의 중

계를 막는 기능을 보강한 방식이다. 프레임의 시작 부분에서 64Byte의 부분을 

FIFO(First In First Out)에 저장하는데, 프레임의 길이가 512Byte 이하인 프레

임은 FIFO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에러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처리를 하지 못

하고 중계를 하게 되며, 기존의 cut-through가 가지고 있는 적체 현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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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줄링 알고리즘

저장된 프레임의 전송 시에는 각 큐별로 정해져 있는 대역과 지연 요구조건

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스케줄러는 모든 입력 큐에 

저장된 프레임의 정보를 바탕으로 충돌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레임을 

선택해 전송시켜야 하므로, 스케줄러의 성능이 스위치의 성능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한 타임 슬롯에 한번의 스케줄링으로 최대 매칭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여

러 번의 매칭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단순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O(N) 

(N : 스위치 입력 포트 수)이기 때문에, 스위치의 크기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스케줄링 방법으로는 WFQ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구현의 복잡도 

등을 고려할 때, WRR이나 DRR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포트 수 및 메모리 

위치 등을 고려해야하며, 결정론적 특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

즘을 선정하여야한다.

GPS(Generalized Processor Sharing)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패킷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트래픽 처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최대-최소 공평 공유 

할당(max-min fare share allocation)을 하는 알고리즘이다. 아래 WFQ, WRR 및 

DRR 알고리즘의 소개에서 계속 언급되는 알고리즘으로서, 구현이 불가능한 이

상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며, 단지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비교대상으로 사

용된다. 

GPS에서 스케줄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프레임들의 흐름에 

대해, 각 흐름마다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round-robin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

나가게 된다. 또한 각 흐름에 대한 가중치가 다를 경우 가중치에 따라 데이터가 

서비스되는 시간은 비례하게 된다.

가.WFQ(Weighted Fair Queueing)

WFQ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GPS와는 

다르게 프레임 단위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 WFQ에서 서비스되는 프레임의 순서

는 가상 종료 시간(virtual finish time)에 따라 결정되며, 각 큐 중에서 가장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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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상 종료 시간 값을 가진 프레임을 먼저 전송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여기에서 가상 종료 시간이란 finish number를 가진 태그 값으로서, 복잡한 

finish time calculation 과정을 수행한 후에 결정된다. 가변길이의 프레임을 사용

할 경우, 구현이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WFQ는 보장된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

하며, 특히 결정론적인 종단간 지연을 제공한다.

나.  WRR(Weighted Round Robin)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GPS와 비슷한 성능을 구현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으

로서, GPS처럼 연결들에 대해서 라운드 로빈 형태로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처

리한다. 여기에서 프레임의 수는 상대적으로 가중치에 비례하며, 대역폭은 할당

된 가중치에 근거하여 할당되고 보장된다. 그러나 WRR은 각 연결이 얻게 되는 

대역폭이 프레임의 길이에 의존하므로 프레임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공

평성이 저하되는 단점과 각 큐에서 대기 시간이 흐름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단점을 가진다.

다.  DRR(Deficit Round Robin)

DRR은 WRR을 수정하여 가변길이의 프레임을 고려해서, 공평성을 이룰 수 

있게 고안된 방식이다. 따라서 프레임의 평균길이를 알 필요가 없다. 각 큐는 

Deficit 계수라는 변수를 가지며,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하여 사용한다. DRR 스케

줄러가 각 흐름을 검사하여, bit에 번호를 제공하는 quantum을 사용한다. 프레임 

사이즈가 quantum보다 작을 때 프레임을 전송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quantum의 양은 각 흐름의 deficit 계수에 더해진다. 따라서 한번 라운드할 때 

할 개의 프레임이 서비스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앞에 위치한 패킷의 크기가 매

우 작다면, 여러 개의 패킷이 한번 라운드에 서비스될 수도 있다. 즉, 작은 프레

임 길이 및 적은 수의 흐름을 유지할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5. 주소 학습 방법

스위치 장비는 각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의 MAC 주소를 파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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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MAC address learning 라고 한다.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주소 테

이블의 크기이며, 노드 변경에 따라서 동적 또는 정적으로 주소 테이블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주소 학습 절차

처음 장비가 설치되거나 부팅되는 시점에서 MAC 룩업 테이블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스위치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MAC 주소에 대한 정

보가 없으므로 프레임에 대한 “Forward/Filter Decision”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입력 프레임을 스위치의 모든 포트로 플러딩 하며, 어떤 포트를 통해 프레

임이 스위치 장비로 들어오면 프레임의 송신지 MAC 주소 정보를 읽어서 MAC 

룩업 테이블에 “포트 - MAC 주소” 정보를 저장한다. 여전히 목적지 MAC 주소

를 갖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프레임이 들어

온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플러딩 한다. 

그림 3.2.7는 A 노드에서 C 노드로의 전송 과정을 보여준다. 룩업 테이블은 

그림과 같이 포트와 MAC 주소의 맵핑 정보를 가지고 있다. A 노드에서 데이터

를 C 노드로 전송하는 경우, 목적지의 MAC 주소를 읽고 해당하는 E2 포트로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데이터의 전송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포트에 대한 MAC 룩업 테이블이 완성되면 입력 프레임에 대한 “Forward/Filter 

Decis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 MAC 룩업 테이블의 크기

MAC 룩업 테이블의 크기는 하부 노드 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용의 경우 수 만개 단위까지 MAC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룩업 테이블 크기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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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프레임 전송(A 노드에서 C 노드로 전송) 

다. Forward / Filter decision

MAC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여 input 프레임의 목적지 MAC 주소가 있으면 

해당 포트로 프레임을 “Forward”하고 없으면 “Filtering”한다. 따라서 스위치 장

비의 모든 포트에 대한 MAC 룩업 테이블이 완성되면 효과적인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필터링이란 송신지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 목적지가 존재하

고 있다면 프레임은 스위치를 경유하여 타 네트워크로 전달될 필요가 없으므로 

자동으로 프레임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입력 프레임을 모든 포트로 flooding할 

경우와 비교할 때, 프레임이 해당 목적지 포트로만 전송되므로 백플레인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트래픽 생성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진다.

라. 기술 동향

주소 룩업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포워딩 엔진을 사용하는 방

법과 포워딩 엔진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는 라인 카드별로 자체 포워딩 엔진을 두는 방법 또는 포워딩 엔진을 병렬

로 배치해 라인카드가 균등히 공유하는 방법이 사용된다(그림 3.2.8). 

라인 카드별로 포워딩 엔진을 가질 경우에도 라인카드 링크 속도가 OC-48 

내지 OC-192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속의 MAC 주소 룩업 알고리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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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OC-48 링크에서 라인속도의 프레임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40 바이트 프

레임을 고려할 경우 초당 780만 프레임을, 128 바이트 프레임일 경우 240만 프레

임을 처리해야 한다. 3Mpps(Mega frame/sec)의 포워딩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1

회 주소 룩업 시간이 330ns 이내여야 하며, 이를 메모리 1회 읽는 시간으로 나누

면 룩업 알고리즘에 있어서의 메모리 액세스 제한 횟수를 알 수 있다.

그림 3.2.8 라인카드에서 포워딩 엔진의 위치

최근에는 백플레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스위치 방식 백플레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들이 병렬로 전송되기 때문에 스루풋(throughput)

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 포워딩 성능 역시 여러 개의 포워딩 엔진을 사용함으로

써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2.8의 (a)는 분산 포워딩 방식으로서 각 라인카

드는 자체 포워딩 엔진을 가지며, 라우팅 테이블은 CPU로부터 수신한다. 반면 

그림 3.2.8의 (b)는 병렬 포워딩 방식으로서, 포워딩 엔진을 병렬로 두고 모든 라

인카드가 공유하는 방식이다. 병렬 포워딩 방식이 분산 포워딩 방식보다 경제적

이지만, 병렬 포워딩 방식에서는 포워딩 엔진을 균등하게 사용하기 위한 분배 알

고리즘이 필요하다. 현재 링크의 라인 속도가 기가비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분

산 포워딩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소 룩업 알고리즘은 1회 룩업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액세스 횟수

를 줄여야 하며, 룩업 테이블의 크기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알고리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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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최소화해서 프로세서의 캐시 메모리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할 때 더 높은 성

능을 얻을 수 있다. 포워딩 엔진에서는 고속의 주소 룩업과 함께 룩업 테이블 갱

신의 용이성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룩업 테이블의 갱신주기는 1분 이상이기 때

문에, 룩업 테이블의 구조를 주소 룩업을 위해 최적화된 형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마. Broadcast storm

동일 데이터의 플러딩 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Broadcast storm 현상

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Broadcast 란 모든 노드로 일제히 동시에 

알리는 것이다. 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가 흐르면 각 노드는 현재의 작업을 중단

하고 브로드캐스트 처리를 우선 실행해야 한다. 브로드캐스트가 자주 일어나면 

각 노드에서의 처리가 실행되지 않아 네트워크 전체가 다운되는 장애가 일어난

다. 이 장애를 Broadcast storm 현상이라고 한다. Broadcast storm이 발생하면,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이 맺어질 수 없거나, 기존의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다. 

Broadcast storm의 가능성은 네트워크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높아진다.

6. 네트워크 프로세서

네트워크 프로세서(NP : Network Processor)란 중앙처리장치가 맡았던 네

트워크 연결과 주변기기 제어기능을 분담하는 프로세서로서, 데이터 전송과 처리 

등 각자 설계 목적에 맞게 동작하도록 제작된다. 라우터나 스위치 등 특정 작업

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 안에 있는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바로 그 제품의 핵심 

CPU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라인카드에서의 프레임 처리 기능을 네트워크 프로세서로 구현하

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로세서와의 인터페이스는 스위치와 라인카드간의 인터페

이스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스위치 칩셋 벤더는 자사의 스위치 칩셋과 연동되는 라인카드용  

칩셋을 같이 제공해 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스위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왔다. 그

러나 최근에는 라인카드에서의 프레임 처리 기능을 전담하는 NP만을 개발하는 

회사, 그리고 스위치 패브릭만을 개발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표준 스위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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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정립이 필요해졌으며, NP Forum의 CSIX(Common Switch Interface)-L1 

및 NPSI(NP Streaming Interface) v1.0 등이 있다.

표 3.2.2는 상용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상용 네트워크 

프로세서의 경우 각 벤더마다, 고유의 칩셋 구성을 가진다. 임베디드 프로세서는 

CSIX 또는 Serdes(Serializer/Deserializer) 표준을 따르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벤더와 고유의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벤더들로 나누어진다. 스케줄링 알

고리즘으로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프로세서들이 WFQ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표 3.2.2 네트워크 프로세서

IBM VITESSE AGERE (구 Lucent) AMCC (구 MCC)

2.5G 10G 2.5G 10G 2.5G 10G 4x 2.5G NP+10GTM

칩셋구성 NP4GS3B

NPc10GS1,

NPd10GS1

NPs10GS1

Denall-5 Denall-10

RSP,

FPP,

ASI

NP10,

TM10

nPx7250(2.5G NP)

nPx571(10G NP)

nPx5720(10G NP)

PHY

I/F

TBI, SMII

GMMI, POS
SPI-4 P1

1 SPL-4 or

4 SPI-3

1 SPL-4 or

4 SPI-3

32b 

POS-PHY

Level 3

SPI-4
UTOPIA L3, POS

PHYL3, Flex Bus 3,

Embedded

Processor
DASL SPI-4 P1 CSIX CSIX

UTOPIA

L3

2.5G

Serdes
RGGI, Vix-v3

Switch

I/F

PPC405

16 pico

processors

(250MHz)

PPC405

24 pico

processors(2

50MHz)

32 FACET

RISC 

processors

(300MHz)

32 FACET

RISC 

processors

(500MHz)

ASIC 기반 ASIC 기반
nPX7250: Dual

nPcore(208MHz)

Traffic

management

1K policing

2K flow

queues

RED

16K

policing

64K flow

queues

RED

16K egress

queue

WRR,WFQ, 

WRED, 

shaping

16K egress

queue

WRR,WFQ, 

WRED, 

shaping

64K queues

RED, 

WRED, 

WFQ,

shaping

4K queues

RED, 

WRED, 

WFQ,

shaping

256K input flows,

512K output flows,

Cell-based/packet 

based scheduling

WRR,WFQ, WRED

7. 라인카드

입출력 포트 모듈을 사용하여 물리계층과 MAC 계층의 접속 기능을 수행하

며, 버퍼링 기능, 룩업 및 프레임의 포워딩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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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채택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스위치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을 한다. 

프레임이 라인카드에 도착하면 라인카드에서는 2 계층 링크를 종단시키고, 

수신된 프레임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 즉, 이더넷의 경우 CRC(Cyclic 

Redundancy Code 검사를 수행하며, ATM의 경우 수신된 셀을 프레임으로 조합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8. 스위칭 속도

스위치의 용량은 ( 포트 수 × 포트 속도 )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스위치 

용량확장은 포트 수를 증가시키거나 포트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스위치 구

조와 상관없이 하나의 칩으로 구현 가능한 스위치 용량은 I/O pin의 개수와 속

도, 그리고 단일 칩이 수용 가능한 게이트 수의 제한 등의 ASIC 기술의 한계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용량 스위치는 멀티 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칩별로 기능을 분리하고, 상호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

법이 도출된다.

스위치 속도의 확장 방법은 크게 포트속도 고속화와 포트 수 확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상용 기술을 아래에 소개한다.

가. 포트 속도 고속화

• 고속 serial 링크(2.5.Gbps - 3.125Gbps)

• bit-slicing

• byte interleaving

• multiplane switch

스위치 포트의 고속화는 우선 신호 자체의 고속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스

위치 칩의 I/O 핀의 속도는 수년 전에는 50MHz ∼ 100MHz 신호가 일반적이었

으나, 최근에는 고속 serial 링크 기술인 Serdes(Serializer/Deserializer) 기술의 

발전으로 차동신호(differential signal)채널 당 2.5 Gbps 내지 3.125 Gbps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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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Serdes 링크를 최근에는 스위치 칩에 내장함으로써 

데이터 I/O 핀 수를 크게 줄이고, 시스템에서 라인 카드와 스위치 간의 백플레인 

연결을 보다 단순하게 연결하게 되었다. Vitesse 사의 GigaStream VSC 882라는  

스위치 칩은 16×16＠2.5Gbps(2.5Gbps 링크 속도인 16×16 스위치)이며, 최근에 

출시된 Agere 사의 PI-40 제품의 경우 64×64＠2.5Gbps crossbar 스위치이고, 

Tau 사의 T64 스위치는 64×64＠3.125Gbps이다. 

스위치에 Serdes를 내장하게 된 것은 최근의 추세로서, 그 이전에 개발된 

스위치들은 bit-slicing이나 byte-interleaving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스위치 칩

의 I/O 대역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 다. 그림 3.2.9를 보면 멀티비트(w bits)로 

입력되는 프레임을 k bit 단위로 나누어 w/k개의 스위치 칩으로 k bit 단위로 처

리하는 방식으로서, 스위치 포트의 대역폭을 최대 w배(k=1일 경우)만큼 확장시

킬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각각의 스위치가 동기화되어서 동일하게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제어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위치가 마스터가 되

어 프레임의 제어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모든 칩을 조정하도록 해야한다.

그림 3.2.9 Bit-slicing

4 bit

8 bit

4 bit 4 bit

4 bit

8 bit

 

Byte-interleaving은 프레임을 even byte와 odd byte로 나누어 2개의 동기

화된 스위치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림 3.2.10에 나와 있다. Byte-interleaving방

식보다는 bit-slicing 방식이 확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bit-slicing방식을 많이 사

용한다. CISCO사의 12000 GSR이라는 스위치 모델은 4개의 bit-slicing 크로스바

로 구성되며, PMC-Sierra 사의 ETT1 이라는 스위치 모델은 14bit-slicing구조와 

Serdes 링크 채택으로 10Gbps 인터페이스를 32개까지 수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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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Byte-interleaving

또 다른 방식은 그림 3.2.11과 같은 다중 스위치 플레인 구조를 사용하는 것

이다.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플레인을 여러 개 두고 입력되는 트래픽

을 load balancing 알고리즘에 의해 다중 스위치 플레인에 균등하게 분배하여 처

리하면 스위치 플레인 수만큼의 포트 속도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load 

balancing 알고리즘이 완벽하지 못할 경우 포트 속도 증가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Vitesse 사의 GigaStream 스위치모델과 Tau 사의 T64스위치모델

이 이와 같은 구조이다.

그림 3.2.11 Multi-plain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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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트 수 확장

포트 수 확장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단 포트 확장 구조

• 다단 스위치 구조

• Clos 망 구조

• MSM(Memory-Space-Memory)구조

• 다단 접속망 MIN(Multistage Interconnection 네트워크) 구조

스위치의 포트 수를 단위 스위치가 지원하는 수보다 늘이고 싶으면, 전체 

입력 포트를 단위 스위치가 수용할 수 있는 소그룹으로 나누고 이 그룹간의 연

결을 적정방법으로 구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다단(multistage)으로 구

성하는데, 제한적으로 1단 확장구조도 가능하다. 그림 3.2.12는 IBM 사의 PRS 

스위치모델에서 사용하는 1단 포트확장 구조를 보여준다. PRS Q-64G 단위 스위

치는 내부에 16×16 공유버퍼 스위치 4개의 모듈을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32×32 

스위치를 만들었다. 현재 IBM PRS 스위치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구조인데, 포

트 수를 2배 이상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입력과 출력 측에서 프레임

을 분배하고 선택하는 장치가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3.2.12 1단 포트 확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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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의 대용량화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그림 3.2.13과 같은 3단 

Clos 망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다. Clos 망은 첫 번째 단 및  세 번째 단의 모듈

이 중간 단의 모든 모듈과 연결되는 구조로서, 임의의 입출력 포트에 대해 중간

단의 스위치 모듈 개 수 만큼의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중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로의 수와 경로 선택 알고리즘에 따라 전체 스위치의 성능이 

결정되는데, 적정 성능을 위해서 그림과 같인 포트 확장과 내부속도 speedup이 

요구된다. 그리고 하나의 흐름내의 프레임은 동일 경로를 가져야 스위치 도중에 

프레임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 Paion 사의 GES 스위치 모델이 Clos 망 확장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3.2.13 Clos망 구조

Clos 망으로 용량 확장할 때는 1, 2, 3 단 스위치가 같은 종류인 경우가 일

반적인, Agere 사의 PI-40 스위치모델은 3단 Clos 망 구조이지만 1, 3단 스위치

로 공유버퍼 스위치를 사용하고, 2단 스위치에는 버퍼가 없는 크로스바 스위치를 

채택한 MSM 3단 구조를 채택하 다. 즉, 단위 스위치의 확장방법이 아니라 기

본적인 스위치 구성을 3단 Clos 망으로 채택하면서, 2단 스위치를 버퍼가 없는 

크로스바 스위치를 채택함으로써 동일 흐름내의 프레임이 서로 다른 2단 모듈로 

스위칭 되더라도 순서의 바뀜이 없도록 하 다. 1단 및 3단 공유버퍼 스위치를 

aggregation 모듈로 볼 경우 개념적으로는 입출력 포트를 그룹핑한 1단 다중 플

레인 크로스바 스위치(multiplane crossbar switch)라고도 볼 수 있다. Agere 사

의 PI-40 스위치모델은 MSM구조를 사용하여 최대 2.5 Tbps까지 확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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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수 테라비트 이상의 용량을 목표로 하는 테라비트 스위치에서는 확

장성이 좋은 MIN(Multistage interconnection Networks) 구조를 채택하기도 한

다. Avici 사의 TSR 스위치 모델은 3D toroidal mesh 구조를 채택하 는데, 각 

라인 카드가 3D toroial mesh의 격자점을 구성하는 완전 분산형 격자 스위치 구

조로서 라인 카드의 증설만으로 스위치 용량이 증가하는 확장성이 좋은 구조이

나 3D toroidal mesh 구조 자체가 블록킹 망이기 때문에 높은 스루풋을 내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스위치의 대용량화는 단위 스위치 모듈을 다단 확장 구조로 구

성하는 것이 정석이었나, Clos나 MIN등의 다단 확장 구조가 단일 스위치의 성능

에는 미치지 못하 다. 최근에는 ASIC 기술의 발달로 단일 스위치의 용량 자체

가 수십 Gbps까지 증가하 으며, bit-slicing 및 다중 스위치 플레인 구조 등의 

스위치 대역폭 증가 방법 등을 통해 1단 구조에서도 수백기가 급까지 확장 가능

하게 되어, 다단 구조를 용량 확장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는 스위치가 많아졌다.

9. 가변 길이 프레임과 고정 길이 프레임

일반적으로 스위치에서는 가변길이의 프레임이 입력될 경우에도 이를 고정

길이로 잘라서 스위칭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는 가변길이 프레임 스위칭이 그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VOQ를 채택한 크로스바 스위치에서 가변길이 프레임 스

위칭을 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송중인 가변길이 프레임은 언제 전송이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케줄러

는 계속 전송 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한 프레임의 전송이 끝났을 때 스케줄러는 

전송을 끝낸 입력 포트의 여러 출력 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다음 전송을 시

도해야 하고, 출력 포트에선 여러 개의 입력포트에서 전송을 시도하는 프레임들 

중 하나를 공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프레임의 길이가 전부 달라서 공정한 

선택 알고리즘을 찾기 힘들며, 입력 트래픽 패턴에 따라서는 특정 포트의 프레임

이 계속 전송 기회를 잃는 기근(starv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외에 

가변길이 프레임은 버퍼관리도 쉽지 않은 등 단점이 있어서, Cisco 12000 GSR 

등의 기가비트 라우터에서는 SAR(Segmentation And Reassembly)의 오버헤드

를 감수하면서 고정길이 프레임 스위칭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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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위치의 이중화 구성 및 STP

스위치를 사용한 네트워크(이하 스위치 네트워크)는 이중화구성을 하는 경

우가 많다. 그 이유는 특정 스위치나 링크가 다운되어도 중단없이 네트워크를 동

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래픽을 분산시켜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치 네트워크는 초기 투자비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라 해도 이중화 구성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화 구성이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프레임 루핑(looping)현상이 발생할 수 있

다. 프레임 루핑이 발생하면 많은 경우 네트워크가 다운된다. 또 스위치의 MAC 

룩업 테이블이 불안정해지고, 하나의 노드가 동일한 프레임을 여러개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해 주는 것이 STP(Spanning Tree Protocol)이다. 

STP가 동작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루프 구조인 네트워크에서 특정 포트를 차단

상태로 바꾸어 논리적으로 루프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만약 동작중인 스위치나 

포트가 다운되면 차단상태의 포트를 다시 전송 상태로 바꾸어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것을 막아준다.

3 계층의 IP 패킷이라면 루프가 발생해도 헤더에 있는 TTL(Time To Live)

필드에 의해 무한정 루프가 도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2 계층의 프레임의 경

우 IP의 TTL에 해당하는 필드가 없다. 따라서 루프 발생시 인위적으로 끊어주

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으며, STP가 이러한 동작을 수행한다.

STP가 동작하여 루프가 없는 스위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STP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내용이다.

1) 전체  스위치 중에서 루트(root)스위치를 선택한다.

2) 루트 스위치가 아닌 모든 스위치에서 루트 포트를 하나씩 선택한다.

3) 한 스위치 세그먼트 당 지정(designated) 포트를 하나씩 선택한다.

4) 루트 포트도 지정 포트도 아닌 포트를 대체 포트(alternate port)라고 한

다. 대체 포트는 항상 차단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따라 스위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루프가 있는 구조

라도 논리적으로는 루프가 제거되면서도 모든 스위치간읜 전송경로가 유지된다.

현재 STP의 주요 이슈로는 스패닝 트리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할 경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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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스패닝 트리가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이를 컨버전스 타임

(Convergence Time)이라고 한다. 스위치 네트워크의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

용되는 STP가 가지는 단점 중의 하나가 바로 컨버전스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이다.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 링크가 다운되면, 복수개의 경로가 있어도 

컨버전스 시간 때문에 50초동안 네트워크의 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스패닝 트리의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와 재구성 방법은 표 3.2.3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2.3 STP 재구성 방법

재구성   상황 재구성   방법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경
새로운 root bridge를 선택한 후, 스패닝 트리 

재구성

스패닝 트리 경로상 장애 Root bridge를 중심으로 스패닝 트리 재구성

Root bridge 장애
새로운 root bridge를 선택한 후, 새로운 root 

bridge를 중심으로 스패닝 트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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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체형원자로 스위치 개발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그 통신계통에 의해 지원된 계통들에 

대한 허용기준에 준하며, 특정한 데이터 통신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데이터 통

신계통이 지원하는 계통에 적용 가능한 허용기준과 일치해야한다. 따라서 안전통

신망의 스위치 장비는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계통수준의 실시간성, 결정론적 특

성, 신뢰성 및 격리요건 등과 스위치 장비의 기능에 관련된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계통에서 사용될 스위치는 안전통신망계

통을 구성하는 구성 장비로서 계통의 일반 요건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 1 절

에서는 안전통신망 계통의 요건서인 참고문헌 [3]을 참고하여 정리하 으며, 이

를 기반으로 안전통신망의 설계방향을 표로 요약하 다. 또한 제 2 절에서는 참

고문헌 [3]과 제 1 절을 근거로 하여 현재까지 설계된 스위치 기반의 안전통신망 

구조를 정리하 다. 현재 안전통신망의 스위치는 SS(Sub-network Switch) 및 

SIS(Sub-network Integration Switch) 스위치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을 고려한 

설계 및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3 절에서는 안전통신망 계통에 사용하게 될 

스위치를 개발할 경우에 고려해야할 요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건은 각각의 스

위치 고유의 기능 및 제 3 장에서의 일반적인 스위치 설계 기술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제 1 절  안전통신망 요건 및 개발 방향

1. 안전통신망 요건

가. 일반기능요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계통의 목적은 여러 계통 간에 고속의 신뢰성 있는 

자료교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 계통간의 물리적 통신경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프로토콜을 총칭하여 자료통신연계장치(Network Interface Card : NIC)

로 지칭한다. 일체형원자로 플랜트를 구성하는 계통의 안전등급에 따라서 안전관

련 계통과 비안전 관련계통으로 구분하여 하부 망(Sub-network)을 구성한다. 안

전통신망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하며 정해진 시간요건 내에 계통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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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교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자료통신계통의 경우에

는 산업표준과 설계문서의 규제요건 및 표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

다.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의 구조는 채널별 독립성, 통신계통내의 단일고장 

배제, 연계 계통간의 시간요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전송자

료 및 정보의 건전성, 통신매체 공유를 위한 충돌과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나. 계통 간 연계기능요건

안전통신망계통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등급관련 모든 채널 간, 계통간의 안

전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전송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전송 방식 또는 구조, 

통신규약(communication protocol)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계통간의 연계는 일체형원자로 설계에 따라 구성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진

행되면서 연계구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안전망과 비안전망과의 연계부분에서는 프로토콜의 변환과 관련된 작

업이 추가로 이루어져 자료교환을 위한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특

정계통에서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모든 계통으로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안전통신망과 비안전통신망간의 자료처리 주기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이 경

우 안전통신망은 고유의 통신처리 주기로 자료를 전송을 하고 수신자 입장인 비

안전 통신망은 안전망의 처리주기에 관계없이 계통이 요구하는 처리주기에 따라 

자료획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통신망의 자료가 비안전 망의 처리주기가 될 

때까지 무시되어질 수 있다.

다. 신뢰성과 가용성 요건

안전통신망계통의 경우에는 결정론적 (deterministic)인 통신망 설계가 이루

어져야 하고, 다중 통신채널, 기기 이중화 설계로서 계통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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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은 플랜트의 안전과 가용성에 향을 주는 모든 기

능에 대한 고장 허용(fault tolerance)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MTBF를 15000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즉 하나의 통신망의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다른 통신망으로 즉시 전환 (기능전이)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이를 위

한 기준은 통신계통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망 관리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한다.

라. 다중성과 다양성

안전통신망계통은 안전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독립성과 다중화 요건을 만

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ENB”의 요건을 만족해

야한다. 안전계통을 위한 자료통신계통은 다양한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을 활용하

여 단일 고장사건, 공동모드 사건에도 지속적인 플랜트 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고장 요건

- 자료통신 경로의 건전성에 대한 탐지가 있어야 하고, 주제어실의 경보를 

통해 통신망의 상태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장 내역에 대

한 로깅과 보고서가 제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안전통신망은 단일사고에 의하여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 안전통신망은 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각한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장모드 향분석(FMEA :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을 수행하

여야 한다.

- 안전통신망은 구성 모듈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통전체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통신과 관련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공통

모드고장과 같이 장비 자체 내부에 기인한 고장이 배제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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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답시간 요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계통은 각 안전 계통의 총체적인 응답시간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격리 요건

- 안전관련 통신망은 비안전 계통관련 통신망과 전송매체 또는 통신방식 등

으로 격리가 되어있어 비안전계통의 물리적, 전기적 오류가 안전 계통으로 전달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 대 비안전 계통을 위한 통신망은 이러한 격

리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전송매체를 이용하거나 단방향 통신방법을 사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규제지침 및 요건에 의하면 전기적인 격리와 통신 격리점이 상

이할 수도 있는데, 전기적인 격리 요건은“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ENB”에 따라 설

계되어야한다.

- 응용소프트웨어는 멀티플렉싱 (통신 프로토콜) 및 통신용 소프트웨어(통

신 API)와는 별도로 분리, 모듈화 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 안전통신망계통은 비안전통신망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 구분되어 향

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확장성 요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계통은 플랜트 설계 동안 통신망의 구성변경 및 통

신노드의 추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의 경우 20%, 소프트웨어

의 경우 40%의 확장성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자. 전력 요건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계통은 망 연계장치가 장착되는 계통의 전력요건을 

따르나, 안전등급간의 통신을 지원하므로 Class IE에 따른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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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지보수 요건

- 안전통신망계통은 장비의 접속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체가 용

이하도록 모듈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차후 있을 수 있는 계통의 변화에 기

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교체, 개선 또

는 구성변경이 이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를 위하여 오동작 

기기 또는 모듈에 대한 탐지, 위치파악, 수리,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고유기능인 

데이터 전송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장검출, 격리 및 복원 기능을 

최대한 갖추어야 한다. 각 모듈에 대한 기능 검증시험과 품질등급에 따른 환경검

증이 수행되어야 하며, 자료통신계통의 정상적인 운전성 확인시험을 위한 자체 

시험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계통은 플랜트 운전 중에도 온라인으로 실제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통신망의 경우에는 커넥터 설

치의 조사, 단절과 재연결, 정확한 기능수행을 검사하는 시험 등이 수행되고 문

서화가 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를 위한 온라인 감시 시험은 오동작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감시나 장애 예측 기능이 

통신망 고유의 기능 수행에 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진단 기능은 계통성능을 저하하는 장비를 미리 파악하여 장비가 아직 기

능적으로 이상이 없는 동안 새로운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카. 확인 및 검증요건

장비의 연결 또는 통신망의 구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통전체에 대해서 

전송매체를 포함한 종단간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하드웨어 건전성을 위한 지속적인 온라인 자체시험과 유지보수가 전체 통

신망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도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계통 건전성에 대한 온

라인 자체 시험은 필요시 수행되어 계통의 장애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설계 확인시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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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계통은 계통설계에 따라 정확히 구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합, 설치, 사전운전에 대한 시험 

설치 후 사전 운전 시험이 정확한 설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실제 운전 전에 시뮬레이션 시험, 통신시험장비의 연결, 또는 루프시험을 

통해 운 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한다.

2. 안전통신망 개발 방향

안전통신망계통 요건에 따라 안전통신망의 구조는 표 4.1.1의 상세 항목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1 안전통신망 설계방향

항  목 설계 방향

전송방식
브로드캐스트 또는 일대일전송방식

(Broadcast or Point-to-Point)

전송매체
싱 모드 광케이블

(Single mode Fiber cable)

데이터 엔코딩
4B/5B NRZ

(Non-Return-to-Zero) 

전송권한 중재 TDM에 의한 고정할당

데이터 링크 MAC ( OSI 제 2계층)

전송방향 단방향 전송

전송구조(토폴로지) 버스(Bus) or 스타(Star)

전송 프레임 고정길이 MAC 프레임

주소 할당 MAC Address

전송 속도 ≥ 100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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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위치 기반 안전통신망 구조

스위치 기반 안전통신망 구조는 access layer를 담당하는 SS(Sub-network 

Switch)와 distribution layer를 담당하는 SIS(Sub-network Integration Switch)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SS스위치 및 SIS 스위치의 각각의 기능을 고려

한 보완 설계가 추후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는 SS 스위치와 SIS 스위치가 실제 

사용될 안전통신망계통의 환경과 각 스위치의 기능을 설명한다.

1. 안전통신망계통 개요

가. 안전통신망 구조

안전통신망계통 요건과 표 4.1.1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설계된 안전통신망의 

구조는 그림 4.2.1과 같으며, 확장성은 고려하지 않은 구조이며, 추후 변경이 가

능하다. 현재는 출력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기(SGCS의 기기제어노드)는 하드와이

어드(hard-wired)로 연결된 것으로 가정하며, 공정계측과 핵계측 계통은 하나의 

NIC를 사용하여 계측신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나. 채널 구성

안전통신망의 채널은 A, B, C, D채널로 구분된다. 각 채널의 상세 구성은 

다음과 같은 계통 및 노드로 구성된다. 

- 공정계측계통

- 핵계층계통

- 플랜트보호계통

- 노심보호계통

- 안전등급제어계통

-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

- PAM·ICCM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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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감시계통 부적절 노심냉각 유니트

- 방사선감시계통

- 기타

여기에서 PAM·ICCM 표시기 및 특정감시계통 부적절 노심냉각 유니트, 방

사선감시계통은 채널 A와 B에서만 존재하며, 안전등급제어계통도 일부 노드가 

C채널 및 D채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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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스타-메쉬 토폴로지의 안전통신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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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통신망 스위치 종류

가. 서브넷 스위치(Sub-network Switch)

SS 스위치는 각 채널(채널 A, B, C, D)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신하여 

자기 채널 또는 타 채널로 송신한다. 또한 SS를 경유하는 모든 데이터를 서브넷 

통합 스위치(Sub-network Integration Switch : SIS)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SS 스위치는 하부 노드 간의 송/수신을 위하여 포트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 즉 

하나의 노드마다 광 송신 포트와 광 수신 포트, 그리고 이에 따른 2 가닥의 광케

이블 링크를 가지고 단방향 전송을 통하여 프레임을 송/수신한다. 채널간의 

MAC 프레임 전송을 위하여 4대의 SS 스위치는 메쉬(mesh)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송/수신 포트 및 광케이블 링크가 단방향 전송을 위하여 따로 

구성되어 있다.

SIS 스위치로의 전송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설계 진행상황으로는 하나의 송

신 포트 및 광케이블 링크가 존재한다. 이 링크를 통하여 SS 스위치의 하부 노

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레임을 SIS 스위치로 전송하게 된다. 추후 설계변경협의

를 거쳐서 네트워크 관리 기능 등이 SIS 스위치에 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어신호 전송을 위한 링크를 추가 구성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TDM 마스터 노드 선출 기능 및 네트워크 관리기능 

등이 있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변경될 수도 있다.

SS 스위치는 하부 노드로부터 입력되는 모든 프레임 및 타 채널로부터 입

력되는 모든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가져야 한다.

나. 서브넷 통합 스위치(Sub-network Integration Switch)

SIS 스위치는 4개의 SS 스위치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을 비안전통신망으로 

전송시키는 역할을 한다. 

SIS 스위치에서 비안전통신망과의 연계기능을 위하여 프로토콜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고문헌 [3]의 6.6.1.6 절에 따르면 프로토콜 

변환을 위하여 파생되는 여러 기능과 제반 사항은 비안전통신망에서 최대한 흡

수하도록 설계하여 안전통신망의 성능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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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토콜 변환 등 제반 기능은 SIS 스위치에서 수행하

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비안전통신망과의 연계를 위해서 비안전통신망으로 향하는 하나의 단방향 

광케이블 링크를 사용한다. 즉, SIS 스위치에서 전기신호를 광 발광소자를 이용, 

빛 신호를 발생하여 광케이블 링크를 통하여 전송하면 비안전통신망의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하는 게이트웨이의 광 수광소자가 빛 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

호로 변환 후 프로토콜 변환 등의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통신망의 모든 프레임을 비안전통신망으로 전송한다. 따라

서 비안전통신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도 안전통신망으로 전

송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SIS 스위치에서 각 채널 간 송수신 정보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삽입할 수도 있다.

SIS 스위치는 4개의 SS으로부터 전송된 모든 입력 프레임을 처리하여 비안

전통신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SS 스위치보다 더욱 

빠른 스위칭 속도를 가져야한다. 

제 3 절  안전통신망 스위치 개발 요건

1. 일반 기능 요건

가. 스위칭 속도

안전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스위치는 하부에 연결된 노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위칭 속도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스위칭 속도는 

(포트 수 X 포트 속도)로 계산된다.

나. 포트(Port)

안전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스위치는 단방향 통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광 

입력과 광 출력 포트를 따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되어지는 스위치 장비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적정한 수의 포트를 구성하여야 하며, 포트 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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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ype(추후 변경 가능)을 사용하도록 한다.

(1) SS(Sub-network Switch)  

- 채널 내 : 하부 노드로부터의 입력 20 포트 (확장성 고려하지 않음)

              하부 노드로 출력 20 포트 (확장성 고려하지 않음)   

- 채널 간 : 입력 3 포트, 출력 3 포트 (확장성 고려하지 않음)

- SIS 전송 : 출력 1 포트

(2) SIS(Sub-network Integration Switch)

- SS로부터의 입력 4 포트 (확장성 고려하지 않음)

- 비안전통신망으로 출력 1 포트

다. 프레임 처리

안전통신망의 프로토콜에 따라 설계된 프레임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통신

망의 스위치는 이러한 프레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동기정보, 주소정보, 제어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해석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만약 프레임 상의 에러로 인하여 프레임 정보를 이해 및 해석할 수 없

을 경우, 해당 프레임을 폐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MAC 프레임 전송

안전통신망의 스위치는 스위치를 경유하는 모든 프레임의 송신지 주소와 목

적지 주소를 읽어 스위치 내부에서 충돌 없이 MAC 프레임을 적당한 출력 포트

를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마. 프로토콜 지원

안전통신망의 스위치 장비는 TDM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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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인 프로토콜을 탑

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기능이나 복잡성으로 인해 위험이나 

성능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스케줄링 알고리즘

스위치 장비의 버퍼에 저장된 프레임의 전송을 위하여 각 버퍼별로 정해져 

있는 대역과 지연 요구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 사용되어야 한다.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실시간 성능과 결정론적 특성을 만족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성, 간결성, 고속, 공정성 등도 만족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사. MAC 주소 룩업 테이블

스위치 장비는 각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MAC 주소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소 학습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학습된 주소는 MAC 주

소 룩업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 이때 오동작, 성능저하 및 주소학습기능

의 구현 복잡성을 고려하여 노드변경에 따른 동적/정적 룩업 테이블 변경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MAC 주소 룩업 테이블의 크기는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버퍼 회로 요건

버퍼 회로는 통신 계통 독립성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채널간의 

데이터 전달의 인식, 충돌 방지, 안전기능의 건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한 버퍼링 기술을 사용하여 스위치 내에서 프레임의 지연 시간을 최

소화 하도록 하며, 안전통신망과 스위치에서 이상 발생 시, 버퍼에 쌓여있는 프

레임에서 불필요한 프레임을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자. MAC 주소 해석

고속으로 MAC 주소를 해석하여 고속 프레임 필터링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안전통신망의 결정론적인 특성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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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성능의 룩업 테이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 MAC 주소 저장

스위치 장비는 하부에 연결된 노드의 MAC 주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룩

업 테이블을 사용한다. 이러한 룩업 테이블의 메모리 크기는 하부에 연결된 노드 

수와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후기술) byte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카. 프레임 복사

SS 스위치는 자기 채널의 하부노드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서 목적지 주소

를 판단 후 자기채널 및 타 채널 그리고 SIS 스위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프레임

을 복사하여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프레임은 소프트웨어적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스위칭 패브릭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복사하는 방법이 속도가 빠르며 병목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므로 결정론적인 특성을 만족시키기에 적당하므로 하

드웨어적으로 프레임을 복사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계하도록 한다.

타. 결선 속도

안전통신망의 스위치는 스위치 패브릭에서 (추후기술) ㎲ 이내에 목적지 주

소 경로 배정을 위한 결선을 하여야 한다. 

파. TDM 마스터 노드 선출 기능

안전통신망의 스위치는 필요한 경우 TDM 마스터 선출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스케줄링에 의해서 TDM 기능이 수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

한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노드를 두어 TDM 마스터 노드 선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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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추가 네트워크 기능 지원

라우터 등의 기능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기능을 스위치의 모듈로 설계하여 

삽입하도록 한다. 이때 가용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이중화 구조로 설계한다.

2. 성능 요건 

가. 모듈화 설계

안전통신망의 스위치 장비의 주요 기능은 유지보수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

여 모듈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주요 기능은 소프웨어적/하드웨어적

으로 분리하여 설계되어져야 하며, 분리된 기능 간에는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다. 즉 독립적인 다른 분리된 모듈의 적절한 운전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다중화 설계

모든 주요 스위치 구성 모듈(프로세서 모듈, 스위치 패브릭, 라인카드, 전원, 

냉각기 등)중에서 스위치 패브릭은 다중화로 설계되어,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손실 및 네트워크의 중단을 최소화하여 가용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섀시 슬롯이 추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외에 필요하다면 다른 구성 모듈도 다중화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다중 스위치 플레인 구조

스위치는 다중 스위치 플레인 구조로 설계하여, 입력 트래픽을 다중 스위치 

플레인에 분산시켜 처리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인 load balancing 기능

에 의해 신뢰성 및 가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라. 고장

스위치의 구성 모듈의 고장으로 인하여 스위치 전체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성 모듈의 고장 발생 시 핫 스왑 지원을 통하여 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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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구성 모듈만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운  요건

가. 스택(Stack) 형 구성 지원

스위치 장비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태커블

(Stackable)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스택 구성이 하나의 논리적 장치로 동

작하게 해주는 상호 연결 기술이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나. 핫 스왑 지원

스위치 장비의 동작을 중단하지 않고 구성 모듈의 추가, 이동 및 교체가 가

능한 핫 스왑(Hot-swap)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 시간 요건

스위치 장비에 입력된 프레임의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처리 시간은 안전

통신망의 실시간 성능 및 결정론적 특성을 저해시키지 않아야 하며, 예상평균, 

최대 지연 배분 및 처리 시간 정확도 등이 상세 설계가 시작되기 전에 검증되어

야 한다.

라. 시각 동기 요건

안전통신망의 프로토콜은 TDM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진다. 따라서 안전통신

망의 스위치는 TDM 마스터 노드를 선출하는 기능 또는 TDM 동작을 실행하기 

위하여 정확한 시각 동기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안전통신망을 구성하는 스위치 

사이에서 시각 동기 오차는 (추후기술) ㎲ 오차 이내에서 동기가 이루어지도록 

안전통신망을 동기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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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OAM 기능 지원

네트워크의 결함 표시, 성능 정보 및 진단 시험을 제공하는 

OAM(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안전통신망의 안전성이나 성능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구성 모듈의 기능적 조화

스위치 장비의 구성 모듈간의 기능이 올바르게 정의되고, 균형적으로 배치

되었으며, 여분의 용량을 고려하여 설계하 는지 검토되어져야 한다. 

사. 이중화 전원 요건

안전통신망의 스위치 장비는 핫 스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이

를 위해서 전원공급장치 및 팬도 이중화로 설계되어야 한다.



- 66 -

제 5 장 결 론

안전통신망의 스위치는 OSI 제 2계층의 MAC 프레임을 기반으로 스위칭을 

하는 장비이며, 안전통신망에서 여러 하부망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비안전통신망

에 전송연계를 갖는 구성에서, 이를 연계 및 접속하는 등의 중요한 향을 하는 

망간접속장치이다. 본 보고서는 안전통신망의 스위치 개발 방법 및 요건을 도출

하기 위하여, 상용 스위치의 설계/구현 방법, 안전통신망의 요건 분석, 현재까지 

설계된 안전통신망 구조를 조사하 다.

상용 스위치의 기술 조사 및 분석에 의하면, 스위치 설계는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입력포트 모듈, 스위칭 패브릭 모듈, 프로세서 모듈,  출력포트 모듈 등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MAC 주소 학습, 포워딩 엔진, 스케줄링 

알고리즘 등의 기술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안전통신망의 요건 분석에 의하

면,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의 기능 및 성능은 MAC 기반으로 TDM 

방식에 의한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고 결정론적인 특성

을 지원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설계된 안전통신

망의 구조 분석에 의하면, 안전통신망은 이중화 구조의 스타-메쉬 토폴로지를 사

용하며, 그 중심에 스위치 장비가 존재하며, 하부망 내에서 발생하는 MAC 프레

임의 하부망 내 전송 및 하부망 간의 전송 연계 및 비안전통신망과의 연계 시에

도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조사/분석을 통하여,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 장비의 설계 요건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스타 토폴로지의 중앙 장

치로 사용되는 스위치 장비의 안전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능 블록이 

모듈화 및 이중화 방법으로 설계․구현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결정론

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포워딩 엔진과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구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안전통신망에서 망간접속장

치로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의 개발 방법 및 요건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요건은 일체형원자로 안전통신망 스위치의 설계/구현 

시에 이용될 수 있으며, 스위치 평가 시에도 참고문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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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어 정의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CIOQ Combined Input and Output Queueing

COPS Common Open Policy Support

CRC Cyclic Redundancy Code

CRC Cyclic Redundancy Code

CSIX Common Switch Interface

DRR Deficit Round Robin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FE Forwarding Engine

FIFO First In First Out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Q Fair Queueing

GPS Generalized Processor Sharing

HOL Head Of Line

IP Internet Protocol

LAN Local Area Network

LLC Logical Link Control

MAC Medium Access Control

MIN Multistage Interconnection Network

MSM Memory-Space-Memory

NIC Network Interface Card

NIC Network Interface Card

NOS Network Operating System

NP Network Processor

NPSI NP Streaming Interface

OAM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OSI Open System Interface

OSPF Open Shortest Path First

QoS 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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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RMON Remote Monitoring

SAR Segmentation and Reassembly

SIS Sub-network Integration Switch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S Sub-network Switch

STP Spanning-Tree Protocol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

TTL Time To Live

VLAN Virtual LAN

VOQ Virtual Output Queue

WAN Wide Area Network

WFQ Weighed Fair Queueing

WRR Weighed Round 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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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상용 스위치 소개

■ Catalyst 6513

기가비트 백본 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6513은 업계최고의 용량과 포
트밀도를 자랑하는 대형 기가비트 백본스위치입니
다. 멀티레이어 스위칭, 256Gbps 백플레인, 
150Mbps에 달하는 처리량에 NEBS 기준의 안정
성까지 만족합니다.

• Opto d210 Milion PPS지원 
• 1152개의 10/100 ports 
• 388 Gbps ports 
• IP Telephony지원 
• 256 Gbps ports 
• 4096개의 VLAN 지원 

■ Catalyst 6506/6509

기가비트 백본 스위치

• LAN/WAN/MAN을 통합하는 시스코의 하
이엔드 스위치 

• 6슬롯 또는 9슬롯 샤시 제공 
• FlexWAN을 통해 시스코 라우터와 동일

한 WAN 모듈 장착 가능 
• IP Telephony지원 
• 모듈당 48 포트의 패스트 이더넷, 모듈

당 16 포트의 기가비트 이더넷 
• 400개 VLAN 
• 최대 130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수

용 
• 이중의 슈퍼바이저 모듈 장착 가능 
• 하드웨어 기반 서버 로드 밸런싱 
• 웹캐쉬 리다이렉션 
• 초당 150,000연결의 WCCPv2 성능 
• 800개까지의 WAN 연결 

■ Catalyst 4912G

독립형 기가비트 서버 스위치

카탈리스트 4912G는 기가비트 서버팜용 서버 스
위치 및 워크그룹 스위치와 백본 스위치를 연결하
는 기가비트 컨센트레이터 스위치입니다.
12개의 기가비트 포트는 독립적으로 2Gbps의 풀
듀플렉스 기가비트 이더넷을 어떠한 지연이나 패
킷 손실 없이 넌블럭킹(Non-blocking)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CatOS는 시스코의 최상위 스위치인 
6500 시리즈와 동일한 운영체제 및 버전을 공유하
기 때문에, 카탈리스트만의 안정성 및 성능을 동시
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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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yst 4003/4006

중형 기가비트 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4000은 중형급 백본 스위치입
니다. 3슬롯, 6슬롯 모델이 있으며 고밀도의 기가
비트 멀티레이어 스위칭까지를 지원합니다. 중대형 
규모의 LAN 백본이나, 고성능 서버팜을 위한 스위
칭 허브로써 최적의 장비입니다. 4006모델의 경
우, IP Telephony를 지원합니다.

• Wire-speed L2, L3 스위칭 
• L2 스위칭 : 24Gbps, 1.8Mpps 처리량 
• L3 스위칭 : 확장가능한 8 Gbps, 6 

Mpps 
• 60 Gbps의 백플레인 용량 
• 대역폭 관리기능을 가지는 라우팅 
• 백본 라우터와 동일한 IOS 탑재 
• 리던던시 지원 파워서플라이 
• SL 및 802.1Q 지원 
• 64개의 이더채널그룹 지원 
• MLSP 
• UDP Turvo Flooding 
• 카탈리스트 4003 : 96개의 패스트이더넷

포트, 36개의 기가트이더넷포트 장착 가
능 

• 카탈리스트 4006 : 240개의 패스트이더
넷포트, 92개의 기가트이더넷포트 장착 
가능 

•

■ Catalyst 2980G

고성능 고밀도 워크그룹 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2980G는 80개의 패스트 이더
넷과 2개의 기가비트 업링크를 단일 샤시(2U의 높
이)에서 제공합니다. 이는 업계 최고의 포트밀도로
써, 공간활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
며, 동시에 기존 카탈리스트 시리즈의 모든 기능 
및 안정성을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간
단한 초고밀도 고성능 패스트이더넷 스위칭을 제
공합니다.

• 뛰어난 확장성(패스트 이더채널, 다이나
믹 VLAN, 802.1Q/ISL 트렁킹) 

• 대역폭 관리(QoS, 링크 부하분산) 
• 네트웍 안정성(UplinkFast, PortFast, 

Spanning Tree) 
• 보안(포트별 보안, 인증, IP 허용리스트) 
• 외장형 리던던트 파워 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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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yst 2948G

고성능 워크그룹 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2948G는 48개의 패스트 이더
넷과 2개의 기가비트 업링크를 제공하는 넌-블럭
킹 스위치입니다. 

• 뛰어난 확장성(패스트 이더채널, 다이나
믹 VLAN, 802.1Q/ISL 트렁킹) 

• 대역폭 관리(QoS, 링크 부하분산) 
• 네트웍 안정성(UplinkFast, PortFast, 

Spanning Tree) 
• 보안(포트별 보안, 인증, IP 허용리스트) 
• 외장형 리던던트 파워 서플라이 

■ Catalyst 2948G-L3

고성능 멀티레이어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2948G-L3는 2948시리즈 중 
L3 스위칭을 제공하는 스탠드 얼론 타입 제품으
로, IP, IPX 스위칭을 제공합니다. 48개의 패스트 
이더넷과 2개의 기가비트 업링크를 단일 새시
(1.5U)에서 제공합니다.

• 22 Gbps 백플레인 
• 10 Mpps 이상의 라우팅 처리량 
• 48개의 패스트 이더넷, 2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탑재 
• MAC 주소기억 : 24K 
• RIP v1/2 OSPF, IGRP, EIGRP 지원 
• L3 스위칭/라우팅 지원 
• STPV. 802.1D 

■ Catalyst 3550

고성능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

카탈리스트 3548 XL은 파워 워크그룹이나 고대역
폭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데스크탑 패스
트 이더넷 스위치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개의 Gigabit Ethernet 10/100/1000 
Base-T 포트와 2개의 GBIC 포트 

• High-perfomance를 위한 1/2 ract on 
기가넷 이더넷 멀티레이어 
스위치 

• 17.9 Mpps의 처리량(Layer 2, 3) 
• 완벽한 Cisco GBIC 지원 
• Cisco IOS 기능 
• Gigastack, 1000Base-T, SX, LX/LH 

and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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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yst 3548 XL

고성능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
카탈리스트 3548 XL은 파워 워크그룹이나 고대역
폭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데스크탑 패스
트 이더넷 스위치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 48 포트 패스트 이더넷 
• 2 포트 기가비트 GBIC 슬롯 
• 10.4Gbps 스위치 패브릭 
• 6.5 Mpps의 처리량 
• 4MB의 공유 버퍼 메모리 
• 최대 16대까지 클러스터링을 통한 단일 

관리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음 

■ Catalyst 3524-PWR XL

IP Telephony를 위한 고성능 24포트 
패스트이더넷 스위치
카탈리스트 3524-PWR XL은 IP Telephony를 지
원하는 24포트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IP 
Telephony를 위한 Inline Power, 고품질 음성트래
픽을 보장하기 위한 QoS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
다.

• MAC 주소기억 : 8K 2개의 GBIC 스타일 
기가비트 이더넷포트를 기본장착 

• CoS Field Rewirte 기능 
• 시스코 IOS 기반 
• 24 포트 패스트 이더넷 
• 2 포트의 기가비트 GBIC 슬롯 
• 10.4 Gbps 스위치 패브릭 
• 6.5 Mpps의 처리량 
• 4MB의 공유 버퍼 메모리 
• 최대 16대까지 클러스터링을 통한 단일 

관리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음 
• MAC 주소기억 : 8K 
• VLAN 지원수 :250개 
• ISL/802.1Q 트렁킹 지원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 Catalyst 3508G XL

고성능 워크그룹 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3580G XL은 3500시리즈 중에
서 유일한 기가비트 전용 스위치입니다. 카탈리스
트 스위치끼리의 기가비트 클러스터링의 백본으로
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가비트 워크그룹에도 가
장 잘 맞는 스위치입니다.

• 8 포트의 기가비트 GBIC 슬롯 
• 10.4 Gbps 스위치 패브릭 
• 6.5 Mpps의 처리량 
• 4MB의 공유 버퍼 메모리 
• MAC 주소기억 : 8K 
• VLAN 지원수 : 250개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 GBIC을 통한 1000Base-SX, 

1000Base-LX/LH, GigaStack의 다양한 
기가비트 인터페이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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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yst 3524 XL

워크그룹용 24포트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
시스코 카탈리스트 3548 XL은 24포트 패스트 이
더넷을 지원하는 3500시리즈의 대표적인 제품입니
다. 2개의 GBIC 스타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기본장착하여 손쉽게 기가비트 업링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4기가의 백플레인은 지연없는 전
송을 보장합니다. 

• 시스코 IOS 기반 
• 24 포트 패스트 이더넷 
• 2 포트 기가비트 GBIC 슬롯 
• 10.4Gbps 스위치 패브릭 
• 6.5 Mpps의 처리량 
• 4MB의 공유 버퍼 메모리 
• 최대 16대까지 클러스터링을 통한 단일 

관리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음 
• MAC 주소기억 : 8K 
• VLAN 지원수 : 250개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 ISL/802.1Q 트렁킹 지원

■ Catalyst 3512 XL

워크그룹용 12포트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
작은 그룹의 카탈리스트 2900 XL이나 카탈리스트 
1900 스위치를 클러스터 환경으로 집합 처리 할 
수 있는 고성능 스태커블 스위치 

• 시스코 IOS 기반 
• 12 포트 패스트 이더넷 
• 2 포트 기가비트 GBIC 슬롯 
• 10.4 Gbps 스위치 패브릭 
• 6.5 Mpps의 처리량 
• 4MB의 공유 버퍼 메모리 
• 최대 16대까지 클러스터링을 통한 단일 

관리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음 
• MAC 주소기억 : 8K 
• VLAN 지원수 : 250개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 ISL/802.1Q 트렁킹 지원 

■ Catalyst 2950

데스크탑용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
중소기업 및 지사용에 적합한 스위치

• 24개의 10/100 포트와 두개의 
10/100/1000 Base-T의 고정포트 

• 10/100/1000 Base-T 업링크 
• GBIC 연결을 통해 CAT 3500 시리즈와 

스패킹 가능 
• MAC 주소기억 : 8000 
• IGMP 스누핑을 통해 Multicast 

Management 지원 
• 6,600,000 PPS의 처리량 
• CMS (Cisco Cluster Management 

Suite) 지원  
• 8.8 Gbps 스위치 패브릭 
• 더욱 강화된 보안과 고 가용성 기능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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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alyst 2924M-XL

데스크탑용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모듈형)

• 24포트의 10/100 Mbps를 제공하는 표
준형 데스크탑 스위치 

• MAC 주소기억 : 8K 
• 2개의 범용 모듈을 통해 ATM OC-3에서 

기가비트 업링크까지 제공 
• 3.2 Gbps 스위치 패브릭 
• GBIC 연결을 통해 CAT 3500 시리즈와 

스패킹 가능 
• 3,000,000 PPS의 처리량 
• Fast EtherChannel 연결을 통한 최대 

800Mbps의 연결 
• 100Base-SX/LX, 1000Base-T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802.1Q/p 

■ Catalyst 2912MF XL

데스크탑용 광 패스트 이더넷 스위치(모듈형)

카탈리스트 2912MF XL은 카날리스트 2900의 뛰
어난 성능 및 설계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12 포트
의 100BaseFX 포트와 2개의 모듈라 슬롯을 제공
합니다.

• 12포트의 10/100 Mbps를 제공하는 표
준형 데스크탑 스위치 

• 2개의 범용 모듈을 통해 ATM OC-3에서 
기가비트 업링크까지 제공 

• GBIC 연결을 통해 CAT 3500 시리즈와 
스패킹 가능 

• 3.2 Gbps 스위치 패브릭 
• Fast EtherChannel 연결을 통한 최대 

800Mbps의 연결 
• MAC 주소기억 : 8K 
• 100Base-SX/LX, 1000Base-T 
• PVST, PortFast, UplinkFast, 802.1D, 

802.1Q/p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884/2004   

제목 / 부제 안전통신망 구조 및 스위치 개발 요건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주저자)
정 광 일(MMIS 설계기술개발)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이준구, 박희윤, 구인수(MMIS 설계기술개발)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4.12

 페 이 지  84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O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SMART-P I&C의 디지털화에 따른 이 기종간의 효율적인 정보교환, 설계 유연성의 

개선, 설치의 단순화, 비용 감축 등을 위하여 통신망의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통

신망은 토폴로지, 프로토콜, 망간접속장치, 전송매체 등으로 구성이 된다. 본보고서는 이 중

에서 망간접속장치의 하나인 스위치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에서 사용하게 될 스위치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해서 일반 기능 요건, 성능 요건, 운 요건과 같은 기본 설계 요건을 기술하고 있

다. 이러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용 스위치의 개발 방법, 안전통신망의 요건 분석, 현

재까지 설계된 안전통신망 구조를 조사하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일체형원자로의 안전통신망 스위치의 상세 설계 시 

설계 방향 및 설계 기준 등에 대한 상위 요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설계요건서로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세부 요건 개발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용 스위치의 선정 및 평가 시에 참고문서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일체형원자로, 망간접속장치, 스위치, 라우터, 게이트웨이, 스케줄링, 

프레임.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2885/2004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the Switch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of a Safety Data Communication System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K.I. Jeong (MMIS)

Researcher and 
Department

J.K. LEE, H.Y. Park, I.S. Koo (MMIS)

Publication   
  Place 

Taej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4. 12.

Page  84 p.  Ill. & Tab.   Yes( O ), No (  )     Size    27 Cm

Note  

 Classified Open( O ),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15-20 Lines)

In accordance with digitalizing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I&C) systems in the 

integral reactor, a communication network is required for effective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the different equipment, an enhancement of the design flexibility, a 

simple installation and cost reduction. Generally, a communication network consists of a 

topology, the protocol, a communication medium, an interconnection device, etc. In this 

report, the development methods of switch and the architecture of a Safety Data 

Communication System(SDC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is report, the design requirements for switch are presented, which are the essential 

requirements to develop the switch in a SDCS of the SMART-P. To establish these 

requirements,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COTS switches, the architecture of SDCS and the design requirements of a SDCS 

were performed. 

At the detail design stage, these requirements will be used for the top-tier requirements, 

especially the design target and design basis. To develop the detail design requirements 

in the future, mo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re required. In the case of 

selecting the COTS switch and developing the switch, these requirements will also be 

used for the evaluation guide.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Integral reactor, Interconnection device, Switch, Router, Gateway, 

Scheduling, Frame.


	표제지
	제출문
	요 약 문
	Abstract
	목    차
	표 목 차
	그림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망간접속장치
	제 1 절  개요
	제 2 절  종류 및 기능
	1. 리피터(Repeater)
	2. 브리지(Bridge)
	3. 스위치(Switch)
	4. 라우터(Router)
	5. 게이트웨이(Gateway)
	제 3 절  비교 및 고찰
	제 3 장  스위치 설계 기술
	제 1 절  개요
	1. 스위치의 구성
	2. 스위치의 동작
	제 2 절  스위치 설계 및 구현 기술
	1. 스위치 패브릭에 따른 분류
	2. 메모리 위치에 따른 분류
	3. 프레임 전송 방식에 따른 분류
	4. 스케줄링 알고리즘
	5. 주소 학습 방법
	6. 네트워크 프로세서
	7. 라인카드
	8. 스위칭 속도
	9. 가변 길이 프레임과 고정 길이 프레임
	10. 스위치의 이중화 구성 및 STP
	제 4 장  일체형원자로 스위치 개발
	제 1 절  안전통신망 요건 및 개발 방향
	1. 안전통신망 요건
	2. 안전통신망 개발 방향
	제 2 절  스위치 기반 안전통신망 구조
	1. 안전통신망계통 개요
	2. 안전통신망 스위치 종류
	제 3 절  안전통신망 스위치 개발 요건
	1. 일반 기능 요건
	2. 성능 요건
	3. 운영 요건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용어 정의
	부록 2. 상용 스위치 소개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