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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ATM 초고속 정보 통신망에서 각 관리 객체 (MO : Managed Object)들의
관리 상태(administrative state)의 제어 및 전파 방안에 관한 것이다. 관리 객체의 상태
중 관리 상태는 망 운용자가 운용상의 이유로 사용자들의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
쓰인다. 하나의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 변화는 하위의 관리 객체 및 그에 연관된 관
리 객체들의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태 전
파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포함(container-contained) 관계 및 연관(association) 관
계을 맺고 있는 여러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 제어 및 그들 간의 상태 전파에 대한
것으로서, 각 관리 객체들의 이름을 정하는 체계를 통해 서로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
고, 관리 상태간의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간단한 산술 비교 연산으로 각 관리 객
체의 '대표' 관리 상태를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 상태 제어 및 전파 방안을
확립하였다.

1. 서 론
본 논문은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초
고속 정보 통신망에서 각 관리 객체들의 관리 상
태(administrative state)의 제어 및 전파에 관한
것이다. 상태 제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ITUT Recommendation X.731[1]에 규정되어 있다.
X.731 은 관리 객체들의 제어에 사용되는 일반적
상태를 동작 상태(operational state), 사용 상태
(usage state), 관리 상태(administrative state)로 정의
하고, 각 상태들 간의 일반적인 연관 관계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TMN(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2]
망 구조에 의하면 각각의 물리적 망 요소들은 관
리 객체로 정의되며 서로 상위-하위(container –
contained)의 종속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리
객체들의 상태 정보는 망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나, 실제 망 운용에 있어서
는 망 구조에 따른 관리 객체들 간의 복잡한 상
호 포함(container – contained) 관계 및 연관
(association) 관계에 의해 상태 관리가 쉽지 않다.
본 논문의 내용은 세 가지의 일반적 상태 중
관리 상태의 제어에 관한 것이다. 상태 정보 중
동작 상태는 망 운용시 장애에 관한 사항으로 많
이 논의되어 왔지만, 관리 상태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리 객
체들 사이의 관리 상태 제어 및 전파 방법을 확
립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 상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본 론
2.1 관리 상태의 정의
ITU-T Recommendation X.731 에 의하면, 관
리 상태는 망 운용자가 운용상의 이유로 특정 관
리 객체에 대해 가입자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
여 사용한다. 망 자원에 대한 사용 제한은 자원
의 보호 및 교체, 서비스의 보호 등 여러가지 목
적으로 사용된다.
관리 상태는 동작 상태와 사용 상태에 독립적
으로 설정 가능하다. 관리 상태는 관리 객체의
종류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값이 다르나 일반적
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고
이들 간의 천이는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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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관리 상태 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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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가지 상태는 서비스 설정 및 해지 가
능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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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김 상태 (locked) : 자원에 대한 새로운 서
비스가 금지된 상태로서 서비스의 설정 및
해지 모두 불가능하다.
셧다운 상태 (shutting down) :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제공만 가능하며 신규 서비스
설정은 불가능하다. 단, 제공중인 서비스의
해지는 가능하다.
풀림 상태 (unlocked) : 서비스의 설정, 해지
모두 자유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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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망 모델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각 상태 사이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하나의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는 서로의 포함 및 연관 관계에 따라 몇 개
의 상위 관리 객체 상태의 복합으로 정해진다.
이 때 그 관리 객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관리 객체들 중 잠김 상태인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는 잠김 상태가
된다. 즉, 서비스의 설정 및 해지가 모두 불가능
한 잠김 상태가 최상의 우선 순위를 가진다. 서
비스의 설정만 불가능한 셧다운 상태가 그 다음
우선 순위를 가진다. 이러한 관리 상태의 우선
순위 결정은 다음 2.3 절에서 설명할 관리 상태
전파 방안의 핵심을 이룬다.

각 객체들의 포함 관계 및 연관 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은 망을 ITU-T
Recommendation G.805[3]에 의한 모델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점선으로 나뉘
어진 각 계층(layer) 에 따라 위에 있는 객체들은
그 아래에 있는 객체를 포함한다. 이들간의 명확
한 관계는 Figure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를 각 객체의 ID 로서 표현한다. 즉, 자신의 상위
객체 ID 를 자신의 ID 앞에 붙이며, 이들 사이의
구분은 '.'로 하도록 한다. 즉, 포트의 전체 ID 는
"부분망.노드.보드.포트"로써 나타낼 수 있다. 이
와 같이 이름에 자신의 상위 객체를 모두 명시함
으로써 객체간 포함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2.2 계층적 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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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실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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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객체 계층도
Figure 2와 같이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망 구조하에서, 서비스(연결)들은 관리 객체
로 정의되는 망자원들 중 최하위 객체에만 기억
된다. 즉, Figure 3과 같은 계층도 하에서 최하위
에 있는 포트(port)만 자신에 속하는 연결을 관리
할 뿐이다. 그러나 망 관리 관점에서 상위의 보
드(board), 노드(node), 부분망(snw)등도 모두 하나
의 관리 요체를 이루므로 이들의 교체, 보호등을
위해서는 관리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따
라서 상위 객체들의 관리 상태는 바꾸면, 그에
종속되어 있는 최하위 관리 객체인 포트까지 전
파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상태의 전파를 전체
망을 이루는 관리 객체간의 관계를 를 보면서 설
명한다. 편의상 부분망 간 링크는 Tl(Topological
Link), 부분망 내부의 링크는 링크(link)로 분류한

링크 및 포트들간의 연관 관계 표현은 서로간
에 포함 관계가 없으므로 링크의 속성에 nearPort,
farPort 항목을 두어 표현한다.
2.3 관리 상태 제어 및 전파
상태 전파라 함은 운용자가 한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를 바꾸고자 할 때, 망 관리 시스템이
이에 포함 또는 연관 관계를 갖는 모든 관리 객
체에 그 상태를 전파함으로써 운용자가 목표하는
서비스의 제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객체간 포함 및 연관 관계를 명시하여 관리
상태 전파를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포함 관계에
의하면 부분망 1(snw 1)에는 세 개의 노드 (node
1.1, node 1.2, node 1.3) 와, 두 개의 링크 (link 1.1,

link 1.2)가 종속되어 있다. 즉, 부분망 1 의 관리
상태를 바꿀 경우 그에 종속된 세 개의 노드와
두 개의 링크에도 관리 상태의 변경을 알려야 한
다. 또 노드 1.2 에는 하나의 포트 (port 1.2.1), 노
드 1.3 에는 두 개의 포트(port1.3.1, port1.3.2)가 종
속되어 있다. 따라서 노드 1.3 의 관리 상태가 바
뀔 경우 그에 속한 두 개의 포트에 관리 상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연관 관계에 의하면 부분망 1 을 관리 상태
변화는 부분망 1 과 부분망 2 를 연결하고 있는
링크인 Tl1, Tl2 모두에 상태 변경을 알려야 한다.
즉, 링크의 경우 두 개의 양단(near end, far end)
포트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노
드라도 상태가 바뀌면 링크 상태도 영향을 받는
다.
이와 같은 상태 전파 과정을 Figure 3의 부분망
1 을 예로 보이면 Figure 5와 같다.

태를 기억하는 방법은 상위 객체의 단계가 많아
질수록 기억해야 할 이전 상태가 지수적으로 많
아지며, 구현 및 검증하기도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 절에서 세 가지 관리 상태
의 우선 순위를 정하였다. 이를 크기가 다른 숫
자로 표현하여 복잡한 관리 상태의 제어를 간단
한 산술 비교 연산으로 단순화시켜 구현 했다.
관리 상태의 정의에 따르면 우선 순위는 식 (1)
과 같고, 이를 식(2)와 같이 수치화 하면 한 객체
의 관리 상태는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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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1.3.1.1 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식(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포트의 관리 상태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포트를 포함하는 snw1, node1.3,
board1.3.1 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상태인
port1.3.1.1 의 상태를 모두 기억하여 이 네가지
관리 객체의 상태 조합으로 자신의 '대표'상태를
결정한다. 대표 상태는 식(2)와 같이 정해진 각
관리 상태의 값을 식(3)과 같이 산술 비교한 결
과로 정해진다.
resultState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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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각 관리 객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 상태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여, 간단한 산술
비교로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를 정하면, 신속한
관리 상태 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리 상태
제어 방법은 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동작 상태의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ATM, IP 등 모든 망
에 대해 적용가능하다.

Figure 5 . 상태 전파도
각 관리 객체는 자신의 모든 상위 객체 및 연
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관리 객체의 관리 상
태를 종합하여 자신의 관리 상태를 정해야 한다.
자신의 상위 관리 객체 및 연관 관계를 갖고 있
는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관리 상태의 변화를 통
보받을 경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를 질의(query)하여 자신의 관리 상태를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관리 상태가 변할 때
마다 모든 상위 객체에 질의함으로써 상태 조회
시 속도를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 이전 상

3. 결 론
ITU-T Recommendation X.731 은 관리 객체들
의 제어에 사용되는 상태를 동작 상태, 사용 상
태, 관리 상태로 정의하고, 각 상태들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중
관리 상태(administrative state)라 함은 망 운용자가
운용상의 이유로 특정 관리 객체에 대해 가입자
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
서는 각 관리 객체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상위 객체의 관리 상태를 저장하고,

관리 상태들 사이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여, 간단
한 산술 비교로 관리 객체의 관리 상태를 정함으
로써 신속한 관리 상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방법은 관리
상태의 전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작 상태등 다른 상태의 제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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