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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다양한서비스의출현은통신망

의고속/광대역화를촉진시켰고, 이에따라세계각국에서통

신망의 광대역화를 위한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고속/광대역통신망의 구현을 목표

로 전송망의 동기식 디지털 전송계위(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 SDH) 방식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으며, 음

성, 데이터, 영상정보가혼합된다양한복합정보서비스의도

입을계획하고있다.  이를위해서고속/광대역통신망의하부

구조가 될 동기식 광전송망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데,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광전송

망을구축하기위한체계적인전송망구축계획이수립되어야

한다. 

동기식 광전송망의 설계를 위한 설계도구가 Bellcore,

NTT 등에서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Bellcore에서제시하

고있는설계도구(SONET Toolkit)는수요의특성을구분하

여전체광전송망을여러개의하부문제로분할하고, 분할된

각 하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구이다[9],[24].  일본

의 NTT에서도전체적인광전송망설계도구는아니지만, 광

전송망의설계에필요한관로등의설계를위한물리적망설

계도구를개발하여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광전송망

구축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설계도구의 개발을 위한 설계절차

를소개한다.  즉, 광전송망설계를위한전반적인접근방법

과, 특정한부문제의고려시에검토될수있는모형의소개에

연구의초점을두고자한다.  따라서, 광전송망 설계를위한

특정문제의정의와모형화, 해법의개발에관한사항은앞으

로계속적인연구가필요하며, 다양한형태의망설계모형에

대한연구가계속적으로요구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전

반적인설계절차는전체문제를다수의부문제로분할하여접

근하는 점에서 SONET Toolkit의 설계절차와 유사하지만,

문제의분할수준과설계모형은수요의특성, 장비의특성및

효과적인 해법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소

개하고자한다.

제 II장에서는동기식광전송망의설계에따른고려사항

및 제반 설계절차와 설계단위에 대한 소개를 한다.  III장에

서는노드분할문제와Hub에설치할DCS의적정위치선정

문제에대한접근방법과고려되는설계모형을제시한다.  IV

장에서는 ADM(Add Drop Multiplexer)을 이용한 SHR

(Self-Healing Ring) 설계문제에대한각단계별접근방법과

설계모형을 소개하고, V장에서는 DCS(Digital Cross-

connection System)를이용한SHN(Self-Healing Network)

설계문제에대하여논의한다.  마지막으로이들각모형의통합

화방안및앞으로의연구과제등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SDH 기반의동기식광전송망설계체계에관한연구

윤문길·차동완

고속/광대역통신을위하여동기식디지털전송계위(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 SDH)에따른전송망의구축이

필수적으로요구되고있다.  특히, 광통신기술을이용한동기식광전송망의구축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이에대한시

설투자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므로경제적인광전송망을구축하기위한체계적인전송망구축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경

제적인광전송망을구축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설계도구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이같은설계도구의개발을위한체계

적인설계절차를소개함으로써, 동기식광전송망설계및구축시에유용하게활용하도록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광전

송망설계를위한전반적인접근방법과, 특정한부문제의고려시에검토될수있는모형의소개에연구의초점을두고자한

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전반적인설계절차는전체문제를다수의부문제로분할하여접근하는방법이지만, 문제의분할

수준과설계모형은수요의특성, 장비의특성및효과적인해법의개발등을고려하여기존의방법과는다른새로운접근방

식을소개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설계절차는국내의동기식광전송망설계도구를개발하는데있어하나의방법론으로

활용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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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기식광전송망설계절차

광전송망설계시에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가생존

도문제이다.  즉, 하나의전송링크가장애를일으키는경우

에, 즉시통신망을재구성하여요구된수요를적절히처리해

줄수있는통신망이구축되어야한다.  전통적으로통신설비

의 장애나 트래픽의 변화로 인하여 통신망을 재구성할 필요

가있는경우에는회선절체, 루팅변화등의복잡한과정을거

쳐수행되어왔는데, 이러한재구성에는많은시간과노력의

투입을필요로하였다.  그러나광통신을위한동기식광전송

기술(SONET : Synchronous Optical Network)의 등장과

지능화된전송설비의출현으로재구성작업은중앙집중화또

는 분산화된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여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

로가능하게되었다.  현재재구성을위한전송설비로는DCS

(AT&T의 DACS Series, NT의 DDM Series 등)와 ADM 등

의 장비가 활용되고 있고, 최근들어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의도입이활발히검토되고있다. 

통신망의재구성은크게트래픽의변화에따른경우와, 망

설비(링크또는노드설비)의고장으로인한경우로구분될수

있는데, 전자는대역폭관리기법으로, 후자는Self-Healing 방

식으로 통신망을 재구성 할 수 있다[1]~[3],[25],[26].

Self-Healing 방식은 통신망의 장애를 자동적으로 인지하여

망을 재구성함으로써 서비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로, 본 연구에서는 Self-Healing 방식을이용한동기식광전

송망구축을위한설계체계에대하여연구한다.

1. 광전송망설계문제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이 가능한 계층적 구조를 갖는 동

기식광전송망구축을위한광전송망설계절차를제시하고자

한다.  즉, 상위계층에서는 DCS를 이용한 SHN(DCS-

SHN)을 구성하고, 하위계층에서는 각 DCS를 중심으로

ADM을 이용한 SHR(ADM-SHR)로 구성되는 망 구조

(Hubbing구조)를연구대상으로한다.  또한, 특정노드간의

수요를 서로 다른 경로에 배정하는 점대점 이중경로시스템

(Point-to-Point/Diverse Path System : P-t-P/DP)의 설

치도고려한다(그림1). 

ADM-SHR은 정상 상태하에서의 트래픽 흐름 방향에

따라 일방향(Unidirectional SHR : USHR)과 양방향

(Bidirectional SHR : BSHR)으로 구분할수있고, BSHR

구조에서는예비용량확보를위해사용되는광케이블의수와

채널이용방식에따라BSHR/2와BSHR/4로구분된다[3],

[14],[25],[26]. BSHR/4 구조는 TSA(Time Slot

Assignment) 기술을 적용하는 ADM을 고려하는 경우로서,

2개의 광케이블에 의한 운용회선과 2개의 예비회선으로 구

성된다.  BSHR/2 구조는 TSI(Time Slot Interchange) 기

술을 적용하는 ADM을 고려하는 경우로서, 두 개의 광케이

블을 이용하여 운용채널과 예비채널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케이블 소요량은 BSHR/4가 더 많이 소요되지만, ADM 장

비가격은TSI를채택하는ADM 장비가더비싸고BSHR/2

의운영방식이BSHR/4에비하여복잡하기때문에경제적인

그림1. Hubbing 구조를갖는광전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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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SHR의구축을위하여케이블설치비용과ADM 장비

가격, 운영비용등의상충관계(Trade-off)를분석하여야한다.

광전송망 구축문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24],[27],[30].

본 연구에서는 1단계인 물리적 설비망의 설계문제는 고

려대상에서 제외하고, 2단계인 광전송망의 설계문제를 대상

으로하고있다.  즉, 광케이블의설치가가능한광관로등이

주어진 조건에서의 광전송망 설계문제를 다루고, 이같은 문

제는그림 2와같은구조를이루고있으며여러가지복잡한

의사결정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9],

[21],[24],[27].  따라서, 하나의최적화모형으로접근하는

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 여러개의부문제로분

할하여해결하는단계적접근법을택하고있다[9],[21],[24].

2. 광전송망설계체계

광전송망의구조는일반적으로계층적구조를취하고있

다[9],[10],[31].  따라서, 본연구에서는Bellcore의Toolkit

에서와 같이 Hubbing 구조를 갖는계층적광전송망구조를

고려한다.  Hubbing 구조에서는고려되는설계지역이Hub

설비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집단간의 수

요는Hub를경유하여처리되거나, 집단간P-t-P/DP 시스템

으로처리된다.  집단내의수요는전송링크의장애에대비하

여 i) Hub를경유하는Ring, ii) Hub를경유하지않는Ring,

iii) 집단내의 P-t-P/DP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집단간의수요를Hub와 P-t-P/DP 시스템으로구분하여처

리하는문제는하나의최적화시스템으로해결하기에는매우

복잡한문제가되기때문에, 두단계로문제를구분하여고려

하고있다[9].  즉, 일차적으로집단간의모든노드의수요는

반드시Hub을경유하여처리되도록정의한후, 얻어진실행

- Link 손실에따른대량의정보손실을방지하기위한

생존도고려.

- 두노드간의회선수요를서로다른2개의경로로

광케이블을설치할수있는관로망의설계.

- 생존도가보장되는망구조하에서주어진회선수요를

충족시킬수있는광케이블설치문제.

- 광전송장비를이용한다중화문제.

- 운용회선과예비회선설치를위한여러가지망구조

(Network Architectures) 고려.

- 다중화계위, 다중화장비의위치및용량, 

다중화장비의전송속도등결정.

1 단계 : 이중연결성(2-Connectivity)이보장되는

물리적설비망(Physical Network Topology) 설계. 

2 단계 : 광전송망설계문제

주주어어진진조조건건

Network Hierarchy, Network Architectures (Double-Ring, P-to-P/DP, Mesh-Ring, Mesh/Dual Homing 

and DP), SHR Types(USHR, BSHR/2, BSHR/4), User Node, Candidate DCS & ADM Types and Sites.

Candidate Links and Fiber, Rates. Protection Schemes. P-to-P Demands.

OObbjjeeccttiivvee  ::  TToottaall  CCoosstt  MMiinniimmiizzaattiioonn

Fiber Installation Cost,

Multiplexing Cost,

Terminal Equipment Cost.

CCoonnssttrraaiinnttss

Demand Requirements, Survivability(Diverse Protection),

Transmission Capacity, Hubbing Structure 등

DDeecciissiioonnss  ::  ADM, DCS 위치결정, User Node의할당, 개설될링크결정,

Line Rates, Cable 설치및경로결정. 여유용량할당.

그림2. 광전송망설계문제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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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로부터특정노드상간의P-t-P/DP 시스템의설치에

따른경제성을분석하여설치여부를결정하는절차를따른다.

Hubbing 구조에서는집단간의수요를Hub간의수요로

환산될수있고, 집단내의수요는각노드와Hub간의수요

로표현될수있다.  이러한Hubbing 구조가갖는특성을이

용하면, 집단내에구성되는 ADM SHR의유형이나용량또

는구성방식에관계없이상위계층을이루는DCS Mesh망이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광전송망 설계문제는 집단내의 ADM SHR 구성문제(Local

ADM SHR)와 집단간의 Mesh망 구성문제(Backbone

Mesh)로분할하는것이효과적이다(그림3).

설계대상 노드들이 적절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

내의 Hub 설치위치가결정된경우에는집단내의수요와집

단간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ADM SHR 또는 DCS SHN

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할 접근 방법은 현실적으로

동기식 광전송망의 설계문제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망 설계

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적절한방법이다[9].  그

러나 문제를 너무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해결해야할 문제의

본질을왜곡시킬수있는위험을내포하게되므로, 적절한수

준의문제세분화가매우중요하게결정되어야한다.  본 연

구에서는 효과적인 해법의 개발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세분화 정도를 최소화하였고, 이에따라 원래 동기식 광전송

망 설계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III. 노드분할및Hub 위치선정문제

주어진여러개의노드들을대상으로광통신망을설계하

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이들대상노드들을몇개의집단들

로분할해야한다.  이와같이노드들을그룹으로묶어몇개

의집단으로나누기위해서는각각의노드들이속해있는행

정구역, 지리적 특성, 노드들이속해있는대상지역들간의

트래픽 분포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ub에

DCS가설치되는Hubbing 구조를고려하고있기때문에, 각

집단에는하나의Hub가위치해야한다.  집단간의트래픽은

P-t-P/DP 시스템이설치되지않는경우에는, Hub를경유하

여처리되게된다.  이와 같은상황에서다루어야하는문제

는 주어진노드들을몇개의집단으로분할하고, 각집단내

에설치할Hub의적정위치를결정하는것이다.

노드분할 및 Hub 위치선정 문제는 트래픽의 유형에 따

라설계비용및통신망구축후의트래픽처리비용에서차이

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단간의 트래픽과 이를 처리할

Hub들사이의거리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노드분

할결과와Hub의위치선정결과는DCS를이용한상위계층

망의 설계비용과, ADM을 이용한 하위계층망의 설계비용에

결정적영향을주게되기때문에매우주의깊게연구되어야

한다.  주어진 노드들이적절한집단으로분할되고, 각 집단

에 DCS의 설치위치가 결정되었다고 하자.  이때 총비용은

상위 계층의 DCS간 SHN 설계비용(CB)과 하위계층인 각
집단 내의 ADM-SHR의 설치비용(CL)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비용을전체망이설계되기전에추정

그림3. 광전송망설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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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 Min ∑∑cij xij +∑fi yi
i∈H j∈H i∈H

s.t. ∑ yi=1,          k∈K,
i∈W

k  

∑x ij = y i ,              i∈H, k∈Ki,
j ∈W

k

x ij, yi∈ {0,1}, i, j∈H.

K : 집단들의집합,  Wk : 집단 k에속하는Hub노드의
입지후보지,  H : 모든Hub의설치후보노드의집합,

Ki : i노드가속하지않는집단의집합,

fi : Hub i의설치에따른고정비용

dij : Hub i와Hub j간의거리

rij : Hub i가속한집단의모든노드와Hub j가속한
집단내의모든노드간의총수요량

cij : rij X  dij

yi : Hub i가선택되면1, 아니면0의값을갖는이진변수, 

xij : Hub i와 j가동시에Hub로선택되면1, 
아니면0의값을갖는이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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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최적화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문제이다.  따라서, 적

절한 가정과 기준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효

과적이다.  본 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할접근

모형과적절한가정하에서전체문제를통합모형으로처리하

여 실행해를 발견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접근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한다.

1. 분할접근모형

이접근방법에서는노드분할문제와Hub 위치결정문제

를각각별개의문제로분할하여각문제를단계적으로처리

하기위한접근방법이다.  노드분할여부에따라집단내에서

와집단간에서발생하는트래픽의관계가변하기때문에, 집

단 내의 트래픽이 증가하면 CB는 감소하고 CL은 증가된다.

따라서, 망 설계자는상위계층망의설계비용에영향을주는

DCS관련 장비의 비용과 하위계층망의 설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ADM관련장비의비용을고려하여집단내의트래픽을

최대화(또는 최소화)하는 노드분할을 구하고(노드분할 문

제), 분할된 각 집단을 대상으로 Hub간의 연결비용을 최소

화하도록Hub의설치위치를선택(Hub 위치선정문제)하는

단계적방법을고려할수있다.  분할접근모형에서유념해야

할것은노드분할문제에사용된목적함수가원래의비용함수

를간접적으로반영토록한함수이므로최적해를구하기위해

너무많은노력을투입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는점이다. 

노드분할 문제는 모든 가능한 노드분할 집합에 대하여,

집단내수요를최대화(또는최소화)하는실행가능집합을선

정하는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의

Graph Partitioning 문제의특수한경우이어서 NP-hard의

계산복잡도를가지고있다. 

노드분할 문제에 의해서 노드들이 p개의 집단들로 분할
(Partition)이 되었다면, 이제는 각각의 집단에 대해 하나의

Hub가 설치될 적정위치를 구해야 한다.  Hub 위치선정 문

제는 노드분할이 주어진 상태에서 Hub의 설치비용과 Hub

간의 연결비용의합을최소화하도록각집단에있는 Hub의

후보중에서하나를선택하는문제이다.  두 집단사이에설

치될회선수요는각집단의 Hub를 연결하는관로망을따라

설치되므로Hub 사이에놓여있는관로망의최단거리에의

해전체비용이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집단간에발생하는

비용의총합을최소화하도록각집단의 Hub 위치를결정해

야한다.  Hub 설치에 따른고정비용은 DCS장비의 설치비

용과, Hub 설치에따른ADM Ring 구성비용이함께고려되

어야 한다[2].  이들 중 장비가격은 쉽게 산정할 수 있으나,

ADM Ring의 구성비용은 Hub를 중심으로한 ADM-SHR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다. 따라서,

Hub 위치선정 문제를 정식화하면 (HL)과 같고, 제약식의
특수한 구조를 이용하여 상대기반 해법(Dual Based Algori-

thm)등보다효과적인해법의개발이가능한모형으로변환

될수있다[3].

2. 통합접근모형

하부계층의 망 설계 문제와 상위계층의 망 설계 문제를

동시에고려하면서, 노드분할및Hub 위치선정문제를최적

화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함은앞에서설명하였다.  그

러나, 이문제를분리하여개별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역

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 적절한가정과기

준을 통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식화하는

것이중요하고, 이를위하여광전송망을다음과같은망구조

로단순화시켜비용요소를단순화시킬수있다.  즉, Hub와

CO(Central Office)간에는 단일 연결을 고려하는 성형

(Star)구조를 갖도록 하고, Hub간에는 일반적인 망(Mesh)

구조를 갖는것으로가정한다.  물론, 이같은 가정을고려하

는가장큰이유는ADM-SHR을설계하는경우에도비용요

소가 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이고, DCS를 이용한 SHN

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링크 설치비용은 거리에 비례하여 발

생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따라서, 노드분할 및 Hub 위치선정 문제는 망-성형

(Mesh-star) 구조의 계층구조를 갖는 Hub 위치선정 및 망

설계문제(Hub Location and Network Design : HLND)로

정식화가가능하다[29],[30].  그러나이같은가정하에서얻

어진 실행가능해는 Hub 계층에서는 Hub간의 운용회선의

설치만을고려하였고, 하위계층에서는Ring 구조가아닌, 성

형구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문제에 대한 최적해가

Hub 위치선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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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수없다.  다만, 여기서얻어진실행가능해는Hub의위치

선정과 노드분할에만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ADM-SHR

과 DCS-SHN 설계시에 Hub의 위치변동과 노드분할의 변

화를 분석하여 개선된 실행가능해를 얻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있다. 

노드분할 및 Hub 위치선정 문제를 HLND로 정식화하

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Hub의 후보노드가 고정비용의 발생

없이경유노드(Bridge Node)로활용될수있는가에따라설

계모형이달라진다.  우선, 고려되는Hub의후보노드가경유

노드로활용될수없는경우의정식화모형은다음과같은절

차로수립된다.  각 CO와 Hub 사이의최단거리와, 각 Hub

간의최단거리를구하여링크의거리로정의한다.  Hub와가

상 링크로 연결되는 가상노드를 고려하고, 가상링크의 거리

는 0, 가상노드의설치비용은 0으로정의한다.  각 CO와가

상노드간의쌍을각각의 Commodity로 정의하고 이것을집

합 KD라하자.  각 CO간의쌍도각각의Commodity로정의

하여그집합을 KI라하자.  KD에속한 Commodity는 변동

비용의 발생 없이 링크를 경유하여 가상노드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KI에속한Commodity는경유하는링크의거

리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한다.

물론, 이경우에각 Commodity가 경유할수있는링크가개

설되어있어야하며, 이들링크중에서Hub와연결된링크는

Hub가 설치되는경우에만개설될수있음을제약식으로고

려해야한다.  따라서, 이경우에발생하는총비용은Hub의설

치비용, 링크의개설비용및링크상을경유하는Commodity의

변동비용의합으로표현된다.  이문제를정식화하면다음과같

이표현될수있다.

이 모형은 HLND의 일반적인 모형이지만, NP-hard의

문제복잡도를 갖는 망 설계 문제를 부문제로 포함하는 복잡

한문제이므로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최적화해법이아

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노드분할 및

Hub 위치선정을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Local ADM-

SHR 및DCS SHN의설계를실시하고, 이렇게설계된망을

대상으로Hub의위치변동과노드분할의변화에대한분석을

실시하여최종적인해의개선을도모할수있다.

여기서 제시된 모형은 Hub 후보 노드의 경유를 허용하

지 않는 것으로서, 가상노드와 가상아크 및 적절한 Com-

modity의 정의를 이용하여 정식화할수 있음을보였다.  그

러나, Hub 후보노드의 경유를 허용하는 문제에서는 이보다

더욱복잡한모형이된다.  즉, 고려되는Hub의설치후보중

에서도 DCS의설치없이단지케이블의통과만을허용하는

노드로서의역할을하는경우에는 Hub 설치에 따른고정비

용이발생하지않는다.  따라서, Hub가 설치되는경우에링

크의개설을고려해야할뿐만아니라, Hub가설치되지않아

도인접한링크의설치가경제적이면링크를설치할수있게

된다.  이러한문제의경우에는매우복잡하게정식화될수

있는데, 본연구에서는생략하기로하고Yoon and Current

의연구[29]를참조하기바란다.

노드분할및Hub 위치선정문제의특수한경우로서, 이미

ADM-SHR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이들노드를적절한집

단으로분할하고, 분할된각집단에 Hub 노드를설치하는문

제를고려할수있다. 이러한문제는실제광전송망의구축단

계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로서, 이미ADM-SHR이구성되

어있으나, 용량의제약으로인하여기존 SHR의확장, 또는

DCS를이용한Hub 망의구성을고려하는경우이다. 즉, 증

가된수요를DCS를통한Hub 망에서처리하는경우의Hub

의최적입지및Hub에접속되는노드의분할을결정하는경

우의문제이다.  이경우에는 SHR을이용하는경우에는용

량제약은 받게 되지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DCS

Hub 망을이용하는경우에만추가의비용이발생하게된다.

[HLDN]
Max  ∑gj zj  + ∑fij yij +∑cij x k,

ij
j ∈J {i, j}∈E {i, j}∈A

rk,   i = o(k),

∑xk
ij -∑xk

ji= { -rk,  i =d(k), k∈K,
j ∈N i ∈N 0,  otherwise,

∑ rk (x
k
ij + x

k
ji) ≤ Qij yij ,       (i, j)∈E,

k ∈K

xk
ij ≤ zi  ,           (i, j)∈E, i∈J,

xk
ji ≤ zi ,           (i, j)∈E, i∈J,

xk
ij ≥ 0,   yij ,  zi ∈ {0,1},   i∈J{i, j}∈E.

K=KI ∪KD,

ck
ij : k Commodity가 (i, j) 링크경유하는데발생하는
변동비용. 

fij : (i, j) 링크개설하는데소요되는고정비용.

gj : Hub j의설치에소요되는고정비용.          

rk : Commodity k의수요. 

Qij : 링크 (i, j)에서수용할수있는최대수요량.  

xk
ij : (i, j) 링크에 k Commodity의수요량이점유하는

비율.

yij : 링크 (i, j)의이용여부를나타내는이진 변수.  

z j : Hub j의설치여부를나타내는이진 변수.

Hub 위치결정및노드분할통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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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Hub 노드의 설치비용과 Hub 노드간의 연결비용이

최소가되는 Hub의 위치선정및노드의분할을결정하여야

한다.  최적화를위하여Hub 망에서는운용회선과예비회선

이 동시에 결정되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 최소비용을 갖는

운용회선을설치하고, 이어서생존도를고려하여예비회선을

설치하는단계적접근방법을이용할수있다.  이같이ADM-

SHR이주어진상황에서Hub의위치결정과Hub 망의설계

및 노드분할 문제는 가상노드 및 가상아크의 도입과 적절한

Commodity의 정의를 통하여 혼합정수계획 문제로 정식화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Yoon의 연구[30]를

참조할수있다.

IV. ADM-Ring 설계문제

1. ADM SHR 설계단계

Local ADM SHR 구성 부문에서는 각 집단 내에서

ADM의 설치위치, 설치된 ADM을 포함하는 SHR의 구성,

사용될 ADM의유형과용량, P-t-P/DP 시스템의설치여부

를결정하여야한다.  만일집단내에오직하나의Ring만존

재하여요구되는수요를모두처리할수있는경우라면, 위에

서언급한의사결정이좀더단순화된형태로이루어질수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집단내에도 여러 형태의

Ring이 존재할수있고, 동일한용량을갖는 Ring이 중첩되

어설치될수도있다.

SHR을 설치하기위한비용요소로는 1) 설치될전송용

량에 따른 ADM의 설치비용, 2) 광단국 및 Ring의 경로에

따라 설치할 광케이블 비용, 3) ADM이 설치되지 않은 CO

를 Ring 상에 놓인 ADM과 연결하기 위한 P-t-P/DP 시스

템설치비용등으로구성된다.  이때, BSHR의 경우에는경

로선정기법과 ADM 설치위치등에따라설치되는 Ring의

용량이다르게결정되기때문에, USHR 기법과는다른설계

절차가필요하다. 

USHR과 BSHR의기본적전제조건은동일하게주어지

지만, USHR에서는 설치된 링에서 수요의 경로선정이 필요

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BSHR의 경우에는 경로선정 방식에 따라 설치되는

링의 용량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

다.  즉, 양방향으로의경로설정이가능할뿐만아니라, 주어

진 수요를 단일 경로로 처리할 것인지(Non-bifurcated

Routing) 또는 두개의 경로로 처리할 것인지(Bifurcated

Routing)에따라서설치되는링의용량이크게변할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SHR의경우는경로선정방식이결정된

이후에링의용량을고려하여적절한링이선택되도록하는방

식으로링을설계한다.  BSHR의경우는BSHR/2와BSHR/4

에 따라서 사용되는 ADM의 유형과 광케이블 수가 다르게

되지만, 이점은 설계모형의 링 설치비용에서 충분히 고려될

그림4. Local ADM-SHR 설계체계

Alternative Ring

Generator(ARG)
Initial Ring Selection (IRS)

USHR/DP 설계

통합및DCS 망과연동

Modified IRS

BSHR/DP 설계

Local ADM-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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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BSHR/2와 BSHR/4는 동일한설계절차로

설계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ADM SHR을크게 3개의모듈로

구분하여설계절차를제시한다.  즉, ARG(Alternative Ring

Generator)에서는 SHR이 설치될 수 있는 여러 후보 Ring

을만들게된다.  이것은주어진수요를충족시키는경제적인

Ring들을모형을통하여결정하는것이매우어려운일이기

때문에, 미리가능한후보Ring들을만들고이로부터필요한

몇개의Ring을결정하고자하는것이다.  ARG에서 SHR 후

보 Ring을 만드는 방법은 TSP(Travelling Salesman

Problem)을 이용하거나, 노드가 공유되지 않는 두개의 경로

(Node-disjoint Path)를찾음으로써하나의Ring을만들수

있다.  ARG에서만들어진후보 Ring들을대상으로각노드

의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다수의 Ring을 선정한다

(IRS).  선정된 Ring을대상으로Drop Type 발견적해법을

통하여USHR/DP 또는 BSHR/DP를설계하게되고, DCS

망과의연계를위하여통합화시키는과정으로설계절차가이

루어진다.

IRS(Initial Ring Selection) 부문에서는 초기에 설치될

수있는몇개의링이선택되는데, 이때 링에포함된노드에

는모두ADM이설치되는것으로가정한결과이다.  따라서,

선택된초기의각링에대하여현실적인면을고려하여불필

요한ADM의제거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과정은USHR

인경우와BSHR인경우에따라다르게결정된다.

IRS에서선택된각링은초기의가능해라는측면이있지

만, 보다중요한의미는선택된각링에포함된노드와, 그노

드들에서해당링을이용하는수요량을알수있다는점이다.

즉, 하나의링으로구성될수있는노드의집합과각노드에

서 처리해야하는 수요량이 계산되므로, 선택된 링에서 처리

해야할수요를사전에계산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노

드집합을대상으로ADM의위치선정, 실제링의설치경로

및 P-t-P/DP 시스템의 설치에관한문제는원래의문제보

다단순한형태로정식화될수있다.  따라서, IRS에서선택

된 각 링을 대상으로 USHR/DP와 BSHR/DP 부문에서

ADM의설치, 링 경로, P-t-P/DP 시스템의설치등을결정

한다.

SHR에서 모든 노드의 수요를 BSHR로 처리하는 경우

에는USHR 보다적은용량으로수요를처리할수있다.  따

라서, USHR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Ring의 수는 적어도

BSHR에 의한 Ring의 수 보다는 많게 될 것이기 때문에,

USHR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Ring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면효과적인 BSHR을만들수있다.  이러한점을고

려하여 IRS에서는 USHR을 기준으로 초기 Ring을 선정하

고, USHR/DP 및 BSHR/DP 설계모듈에서 보다 엄밀한

Ring이구현되도록하는절차를따른다. 

2. IRS 결정문제

ARG에서얻어진여러후보Ring으로부터USHR을기

준으로 초기 가능해인 다수의 Ring을 선정한다.  초기 가능

해로부터ADM이설치될노드의결정과Ring의설계, ADM

이설치되지않은노드를 ADM-Ring에 연결하는방법의결

정등을통하여최종적인 ADM-SHR이 얻어지게된다.  따

라서, 최적화 모형을 통한 최적해를 초기가능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최적해로부터 구한 ADM-SHR의 설계비용이

최소가될것이라는보장은할수없다.  이같은이유는전체

설계문제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IRS

문제에여러가지가정이고려되었으나, IRS로부터얻은초

기가능해로부터ADM-SHR을구하는과정에서는이같은가

정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즉, IRS 문제에서는 고려되는

모든 노드에 ADM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초기 Ring

을 선택하지만, 실제로설계되는 ADM-SHR에서는특정노

드에만 ADM 장비가 설치되면서 Ring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초기해로부터 여러 가지

ADM-SHR을설계한후, 비용비교를통하여경제적인망을

선택하여야한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IRS 결정문제에서는

정교한 최적화 모형의 수립이 보다는 실행가능해를 비교적

손쉽게얻을수있는모형의개발이더욱중요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도이점을고려하여최적화모형을제시한다.

SHR의 후보고려시에집단내의수요처리방법을고려

하여야한다.  첫째, 집단간의수요는 Hub를 경유해서처리

할수있으므로Hub를경유하는링을고려한다.  둘째, 집단

내의수요중에서일부는Hub를통하지않는SHR로처리될

수있다.  따라서, Hub를 포함하지않는집단내의링(내부

링)도 SHR의후보에포함시켜야한다.  셋째, 집단내의특

정노드상간의P-t-P/DP 시스템으로수요를처리함으로써,

전체링구성비용을줄일수있는경우가발생한다.  따라서

비교적집단내의수요가많은노드상간에는P-t-P/DP 방식

으로수요를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P-t-P/DP 시스

템을링의특수한형태로간주하여링의후보에포함시키고,

구성비용의산출은두노드상간의최단링크가중복되지않

는이중경로를구하여계산한다.

이상의전제조건과제약조건을반영한 USHR을 기준으

로수립된IRS의최적화모형은 (IR)과같이정식화될수있
다.  (IR)모형은혼합정수계획문제이므로문제의크기가커
지는 경우 최적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만족할만한해를비교적빠른계산시간에구하는것이중요

한요소이다.  만족할만한해를제시할수있는해법으로여

러가지가고려될수있으나, 문제의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

Lagrangian 완화기법에 Valid Inequalities 등을 보완하면

효율적인Algorithm을개발할수있다[1],[2],[5].

(IR)  Min  ∑ ∑ct
r yt

r         
r∈R   t∈T

s.t.     ∑ ∑ air x
t
ir≥ri ,     i∈K

r∈R     t∈T

IRS 의최적화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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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HR/DP 문제

IRS 모듈에서선정된각각의ADM-SHR에서는모든노

드에 ADM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지만, 고가인

ADM 장비를모든노드에설치하는것이경제적인지는다시

검토해야 한다.  즉, 일부의 노드에 ADM을 설치하지 않고

(이러한노드를TM 노드라하자) 인접한ADM 노드에P-t-

P/DP 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USHR/DP는 IRS에서선정된각ADM-SHR

에대하여최종적으로ADM이설치될노드를결정하고, TM

노드를 P-t-P/DP 방식으로 ADM과 연결하여 경제적인 망

을구현하기위한것이다(그림5).

USHR/DP는 링 구조와 P-t-P/DP의 결합된 2계위 계

층구조를갖는다.  즉, Hub와ADM이설치된노드의상위계

층에서 USHR을이루고, 나머지 TM 노드는링크가중복되

지 않는 이중경로(Link Disjoint Paths)를 통해 하나 또는

두개의 ADM 노드에 접속됨으로써 하위계층를 구성한다.

이러한망구조는특히단일링크의고장에대비한100% 생

존도보장과, 고가인 ADM 비용의절감이동시에요구될때

활용될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USHR/DP는

그구조가비교적단순함에도불구하고, 실제로경제적인방

법으로 구현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USHR/DP의

경제적인구현을위해서는관로등물리적망구조가주어진

상태에서다음의사항들이동시에결정해야한다.

1) 어느노드에ADM을설치하여야할것인가.

2) 선택된 ADM 노드들을 Hub를 중심으로하는단일링의

형태로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케이

블을설치할것인가.

3) 각TM 노드를링크가중복되지않는경로를통해링에접

속하기위해서는어떤경로를통하여케이블을설치하여

야할것인가.

이상과같은결정들은상호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므로

하나의 모형 내에서 동시에 다루어 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가상노드 및 아크를 고려한 망 확장기법을 통한 접근방법이

활발히연구되고있다.

4. BSHR 용량결정및BSHR/DP 배치문제

BSHR의 설계에서는 BSHR의 운용방식상의특성을고

려하면서도문제의복잡성을줄여적절한시간내에좋은가

능해를찾기위한단계적접근법이효과적이다.  본연구에서

는 BSHR/DP의 설계방법을그림 4에서와 같이 크게 두 단

계로구분하여제시한다.  MIRS(Modified IRS)에서는 IRS

의수행결과로부터출발하여 BSHR의특성을반영한 Ring

간에할당된수요의조정과정을통하여각 Ring에서처리하

여야 할 노드 상간의 수요를 확정한다.  IRS에서 선택된

Ring 중에는하나의Ring이허용하는최대수요를초과하거

나, 또는 기본설치용량에크게미달하는것이발생할수있

으므로, 이들 Ring을 대상으로 수요 조정을 실시한다.

MIRS의결과로얻어진각Ring에서처리하여야할노드상

간의 수요가 결정되면, BSHR/DP에서는 각 수요의 경로선

정방법에따른Ring의용량, ADM의설치위치, P-t-P/DP

배치를결정한다.

BSHR에서는 링을 통과하는 모든 수요는 서로 반대 방

향으로흐르는두개의링에의해처리된다.  즉어떤노드상

간수요를처리하기위해반대방향으로운용되는두개의링

을이용할수있으므로, 링에서처리되어야할각노드상간

의 수요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링의 최소용량을 산출할 수는

없다.  즉, BSHR의수요처리를위해두개의Ring이양방향

으로 운용되므로, Ring상에 존재하는 각 노드 상간 수요는

이두개의경로를통해처리가가능하다.  그런데 Ring은모

두 링크가 동일한 용량을 가져야 하므로, Ring의 용량은 최

대의링크부하(Link Load)를가지는링크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 Ring의 용량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최대의링크부

하를 최소화시키는 최적화 문제가 되는데, 이를 RLP(Ring

Loading Problem)이라한다[8],[18]. 

BSHR에서는어떤노드상간에존재하는두개의경로중

하나를통해수요를처리하거나, 아니면두개의경로를모두

이용하여처리할수있다.  전자의경우를수요의분할처리

를허용하지않는문제(RLP Without Demand Splitting :

∑ x t
ir≤qty t

r ,                t∈T, r∈R
i∈K(r)

x t
ir≤Pir ,                           i∈K, r∈R

xt
ir≥0,  y t

r∈{0,1},          i∈K, r∈R, t∈T

N : 노드의집합,  

E: 아크의집합,

K :  Commodity의집합,

R : SHR 경로후보집합,

K(r) : 링 r에포함된Commodity의집합,

T : 링의설치용량별종류의집합.

qt : Type이 t인링의최대용량, t∈T,       

ri : OC단위로 환산된Commodity i의수요,

Pir : i Commodity의수요중링 r에배정할수있는
최대수요,

cr : ADM설치를고려하지않은링 r을구성하는비용,

air : Commodity i가링 r에놓이면1 아니면0 의값을
가지는계수,

c t
r : 용량 t인 r링을구성하는비용,

y t
r : 용량 t인링 r의구성을나타내는0,1 변수, 

x t
ir : 용량 t인링 r에Commodity i의수요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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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예비회선을모두단일경로로보내는것이유리하지만,

이경우전체적으로많은회선이요구된다.  반대로운용회선

과예비회선을여러개의경로로보내게되면, 전체 필요회

선수는감소하지만운영은복잡하게된다.

둘째, 망의재구성은경로복구(Path Restoration : PR)

방식과 링크복구(Line Restoration : LR)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R에서는 어떤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링크만을우회할수있는우회경로를확보하고, 이경로를

통해 장애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PR은 어떤 링크에

장애가발생하게되면이링크를지나던트래픽수요의운용

회선경로를미리설정된다른예비회선경로를통해장애를

복구하는방식이다.  실제광통신망의운영에서는트래픽수

요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노드의 수(Hop-

count)에제약을두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제약과운용

상의 특성 때문에 PR방식이 LP방식에 비하여 예비회선의

수를적게사용하므로전체사용회선수를감소시킬수있다

[2],[14].

이처럼위의두가지점을고려할때운용회선은단일경

로로 설치하는 경우의 예비회선 설치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

의경우로나눌수있다.

1) PNL : 예비회선경로가하나이고LR인경우,   

2) PNP : 예비회선경로가하나이고PR인경우,

3) PBL : 예비회선경로가여러개이고LR인경우,

4) PBP : 예비회선경로가여러개이고PR인경우.

위의네가지문제들은운영측면에서상호간에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예비회선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PBP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2],[14],[21].

RLPWO)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수요의 분할처리를 허용하

는 문제(RLP with Demand Splitting : RLPW)라 한다.

BSHR의 용량결정 문제인 RLPW와 RLPWO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최적화모형및효과적인해법이이미개발되어활

용되고 있다[8],[18],[23].  따라서, MIRS로부터 얻어진 각

Ring에 대하여 용량이 결정되고 나면, Ring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노드에ADM 대신에 P-t-P/DP 시스템을설치하는것을

가정하는경우를고려한다.  이경우의용량결정은RLPW또

는 RLPWO로 쉽게 계산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치비용도

계산이가능하다.  이같은과정을거쳐최종적인BSHR/DP

를결정하게된다. 

V. DCS를이용한SHN 설계문제

DCS망에서는운용회선뿐만아니라망의장애에대비한

예비회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전체 설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운용회선과예비회선을동시에최적화하여설치하여

야 한다.  그러나,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을 동시에 설치하는

WSCAP(Working and Spare Capacity Assignment

Problem)는 매우 복잡하여 쉽게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이므

로, 기존의대부분의연구는운용회선이설치된경우에대한

예비회선의 최적 설치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7],[12],

[13],[19]. 운용회선과예비회선의설치는실제 DCS망의운

영과관련되는데이는다음의두가지측면에서고려되어져야

한다. 

첫째,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을 단일 경로로 보내는 경우

(Non-bifurcated Flow)와 여러 개의 경로로 보내는 경우

(Bifurcated Flow)이다.  운영의 단순화를위해서는운용회

그림5. USHR/DP설치문제

(a) USHR/DP 후보문제 (b) USHR/DP 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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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BP가 NP-hard의 계산복잡도를 갖는 문제로서, 현

실적인규모의망을대상으로적절한계산시간내에이문제

를해결할수있는해법의존재가능성조차아직밝혀지지않

고 있다.  뿐만아니라,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다중경로의

Path Restoration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단일경로의Line

Restoration 방식에 비하여 매우복잡한운용방식이요구되

는문제점이있다.

PBL의경우도운용상의문제점외에도운용회선과예비

회선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의 해법개발이 매우 어렵기 때

문에, Sakauchi 등 [19]와 Grover 등 [11],[12]에 의해 연

구되어진 예비회선 설치문제(Spare Channel Assignment

Problem : SCAP)만을고려하게된다.  물론, SCAP에서얻

어진 전체 회선수는 실제 PBL에서 요구되는 것보다는 많게

된다.  SCAP은노드간트래픽수요를미리경로선정을통하

여링크간수요로전환하여야한다는문제점과LR이가지고

있는일반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다. 

PNL는 앞에서 지적한 LR의 문제점 뿐만아니라, 예비회

선 경로가 단일경로일 때 예비회선경로가 여러개인 경우에

비해더많은예비회선을필요로한다.  PNL는Coan 등 [7]

에 의해 연구되어졌고 PR이므로 LR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있으나, 운용및회선사용의측면에서매우비효율적이다.

따라서이방식은현실적대안에서배제되어있는것이일반

적이다.

DCS망에서의 운용회선과 예비회선의 할당은 전체회선

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SCAP와 PNP

만이가능한방안임을알수있다.  따라서현재까지의대부

분의연구들도 PBL의특수한경우인SCAP과 PNP에대해서

만이루어지고있다.  이와관련된연구들의공통된문제점은

모두 소규모의 망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해법이라는 점이

다.  PNP는예비회선이단일경로를통해서만복구된다고가

정하므로 SCAP에 비해 설치되는 예비회선의 수가 많이 사

용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용측면에서 본다면

SCAP의운영회선은단일경로를통해처리되는데반하여예

비회선 경로는 여러개로 처리하므로, 링크의 장애가 발생하

면 SCAP은 PNP에비해복구하는데많은시간을필요로하

게된다.  이들두가지방식의차이점은표1과같다.

해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SCAP은 선형계획법을 이용

하게되므로선형계획법의해법을필요로하며, 실제운영이

복잡하다는단점이존재한다.  따라서현실적으로망의운영

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설치되는 회선이 많더라도 PNP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대안이라 여겨진다.  PNP 역시

NP-hard의 계산복잡도를갖는문제이지만, 이에 대한효과

적인발견적해법이제시되어있다[2],[14].

VI. 결 론

본 연구는 동기식 광전송망 설계체계에 관한 연구로서,

생존도를고려하여광전송망의구조및특성, 전송장비의특

성등에따라전체설계문제를다루기쉬운문제로분할하여

처리하는단계적접근법을제시하였다.  특히, 전송망설계문

제와관련하여노드분할과Hub 위치선정문제, ADM SHR

설계문제, DCS 망에서의운용회선및예비회선할당문제들

이핵심문제로서제시되었고, 이들문제를해결하기위한접

근방법과 설계모형을 소개하였다.  이같은 재구성이 가능한

광전송망의설계도구개발은미국, 일본및유럽등의선진국

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설계도구가

개발되어 실제 광전송망의 구축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광대역통신망의하부구조인광전송망의구축을위하여국내

기술에의한설계도구의개발시본연구의결과가활용될수

있을것이다. 

ADM, DCS 등의 전송장비의 운용방식 등이 결정되지

못함으로써본연구에서고려되지못한부분과, 새로운광전

송장비(WDM 등)의도입을고려한설계문제등도계속연구

되어, 본연구결과에반영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광가입자

전송망에관한연구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 체계적인설

계절차의정립이아직까지제시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따

라서, 광가입자전송망설계기법을본연구에통합함으로써,

국간 광전송망과 함께 종합적인 광통신망 설계도구로 통합

발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본 연구와 더불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

과같다.

1. 다양한ADM 링으로의확장 : Inter Cluster Ring, Dual

Homing, Tree, Mesh 망구조에대한경우로확장한다.

2. 가입자망구조에대하여연구 : 생존도를고려하여Tree,

Mesh, Double Star 등의망구조에대한설계모형및해

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3. 각 전송수요에 대한 ADM-SHR/DCS-SHN에서의 다중

표1. SCAP와PNP의비교

SCAP

운용회선은단일화최단경로로할당한후링크의

장애발생시여러개의예비회선경로를통해복구

많은시간소요

복잡

적음

구 분

운영방식

장애시의복구시간

운영의복잡성

회선사용의정도

PNP

운영회선과예비회선을모두

단일경로를통해운영

짧은시간소요

간단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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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위결정및VP(Virtual Path)와VC(Virtual Circuit)

할당에관한연구가필요하다.

4. WDM-SHR에대한연구 : 광파기술의급진전으로WDM

의적용가능성이높아지고있으므로, WDM을이용한경

제적인 생존도를 보장하는 통신망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시하는설계절차는국내의동기식광전송

망 설계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만, 연구의편의를위하여고려

되었던일부의가정과, 본연구에서다루지못했던부분에대

한계속적인연구가추진되어경제적이고효율적인광전송망

의설계가가능한도구가개발되어야할것이다. 

본 연구의 일부는 한국통신 연구개발원 장기기초연구사

업의지원으로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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