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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입력 큐 방식의 고속 패킷스위치의
구조 및 성능 분석
김학용·김기선

인터넷을 필두로 한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광대역 전송뿐만 아니라 고속 스위칭 기능을 절실히 요
구하고 있다. 광대역 전송의 측면에서는 현재 파장분할 다중화(WDM) 기술을 통해 광섬유의 잠재적인 대역폭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광 시분할 다중화(OTDM)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반면에 고속 스위칭은 빛을 이용한 제어와 처리에 관련된 기능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전기
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적 소자들은 물리적인 동작 속도의 한계로 인하여 Terabit 급의 데
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 많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다중 입력 큐(MIQ:Multiple Input Queueing) 방식의 고속 패킷 스위치이다. MIQ
스위치는 각 입력포트에 m개의 FIFO 메모리를 두고 각 메모리를 특정 출력포트 혹은 일단의 출력포트들로 하여
금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Head-of-Line(HOL) 블록킹으로 인해 그 수율(throughput)이
58%로 제한되는 단일 입력 큐 패킷 스위치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력 큐 방식의 스위치의 고속 동작 특성
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 패킷 스위치에 사용되는 다중 입력 큐 방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보고 두 가지 셀(cell) 선택 방식에 따른 성능을 분석·제시할 것이다. 또한 광 인터넷의 핵심이 되는 광 스위치에
다중 입력 큐의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주제어 : 다중 입력 큐잉 스위치, MIQ switch

I. 서 론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다양한 멀티미디
어 서비스의 등장은 전송되는 트래픽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전송망의 성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송망은 광케이블과 같은 전송의 부분과 광케이블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스위치 및 라우터와 같은 교환의 부
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송의 부분에 있
어서는 주로 단일 모드 광케이블이 넓은 대역폭을 제공
하고 있고 교환의 부문에서는 고속 ATM 스위치 및 기
가비트 라우터 등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한 예측하지 못했던 데
이터 트래픽의 폭증은 이러한 기존의 통신망 환경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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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력화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의 새로운 등장과 전통적으
로 기술에 무관심했던 사회 구성원들의 통신 기술에 대
한 관심은 새로운 형태의 통신 인프라를 절실히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인터넷 프로젝트(NGI)나 CA*net3와 같
은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범국가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1],[2]. 우리 나라도 1999년에‘Cyber Korea
21’
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입자망의 광섬유화와
백본(back-bone)의 광대역화를 착수하고 있다. 일본
도 1998년부터 NTT, JT, KDD, DDI 등 일본의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차세대통신망 구상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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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속 동작 특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 패킷 스위치에 사용되는 다중
입력 큐 방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MIQ 스위치에
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셀(cell) 선택 방식에 따른
성능을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다중 입력
큐의 개념을 광 스위치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
찰할 것이다(그림 1 참조).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MIQ 스위치를 정의 및 분류하고 그 특징을 고찰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MIQ 스위치에서의 셀 선택 방식
을 설명하고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고 비교
할 것이다. IV장에서는 MIQ 스위치가 초당 수백 기가
비트 이상의 광대역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 및 다중 입력 큐의 개념을 광 스위치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림 1. 고속 패킷 스위치의 구조

II. MIQ 스위치의 정의 및 분류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차세대 네트웍은 수십 Giga
에서 수백 Giga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 plexing)과 같은 파장분
할 다중화 기술을 사용한 광대역 전송과 초고속 라우터
기술에 의한 고속 스위칭에 의해 구성될 것으로 계획되
었으나 Tera급을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웍을 구성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를 위해서 광섬유의 잠재적인 대역폭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파장분할 다중화(WDM) 기술이나 전기적인
처리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광 시
분할 다중화 OTDM(Optical Time Division
Multiplexing) 기술 그리고 OXC(Optical CrossConnect)와 같은 광 스위치나 Terabit 스위치/라우터
의 개발이 절실하다[3]. 현재 WDM 및 관련 소자 기
술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광 통신망을 구
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OXC, FDL(Fiber Delay
Line) 등 빛을 이용한 제어 및 처리에 관련된 기능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여전히 전기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4].
하지만 전기적 소자들은 물리적인 동작 속도의 한계
로 인하여 Terabit 급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교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러한 요구에 따라,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 다중 입력 큐(MIQ:Multiple Input-Queued) 방식
의 고속 패킷 스위치이다. MIQ 스위치는 각 입력포트
에 m개의 FIFO 메모리를 두고, 각 메모리를 특정 출력
포트 혹은 일단의 출력포트들로 하여금 공유하도록 하
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포트에 있는 하나의
FIFO 큐에서 발생하는 HOL(Head-of-Line) 블록킹
으로 인해 수율(through-put)이 58%로 제한되는 단
일 입력 큐(SIQ:Single Input-Queued) 패킷 스위치
[5]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력 큐 방식의 스위치

앞장에서 고속 패킷 스위치는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시장에는 테라비트 스위치
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테라비트 스위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스위치의 backplane 속도가 테라인 경우
② 스위치의 스위칭 패브릭이 테라인 경우
③ 실제 인터페이스 속도가 테라인 경우

한편,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가장 고속의 광 인터페
이스는 10G(OC-192)이다. 만약 1 Tera의 스위칭 용
량을 가지는 스위치가 있다면 이 스위치는 실제 Tera로
동작하기 위해 10G짜리 100포트를 지원해야 한다. 한
장비 내에서 100개의 포트를 지원하려면 스위치가 매
우 커져야 한다. 따라서 몇몇 벤더들은 300~400
Giga 급의 라우터를 여러 개 묶어 Tera 급을 지원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광 패킷 스위치 기술을
통해 Tera 급을 지원하는 것이 당분간은 요원하다는 사
실은 현재 시중에 선보이고 있는 테라비트 스위치의 기
반 기술이 되고 있는 기가비트 스위치 기술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가비트 스위칭 기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기가비트 스위치 구조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다중 입력 큐(MIQ:Multiple
Input-Queued) 방식의 고속 패킷 스위치이다. MIQ
스위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입력 큐 방식의 스위치가
갖는 고속 동작 특성을 유지한 채, 58.6%로 제한된 단
일 입력 큐 (SIQ:Single Input-Queued) 스위치의 성
능을 출력 큐 스위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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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dd-Even 스위치에서의 패킷 분배의 문제
(비균질 트래픽이 도착하는 경우)
그림 2. MIQ 스위치의 내부 구조

MIQ 스위치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각 입력
포트마다 여러 개의 FIFO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스위
치를 말한다. 스위치의 포트 수가 N이고 각 입력포트
내의 메모리 수를 m이라 할 때, 1≤m≤N과 같은 관계
가 있다. 그림 2는 MIQ 스위치의 임의의 입력포트 i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
모듈의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 패킷은
그 패킷의 목적지에 대해 할당된 큐에 저장이 된다. 스
케쥴링 알고리즘에 의해 패킷이 선택되면 입력 모듈의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위칭 패브릭을 거쳐 스위치
의 출력단자로 보내어짐으로써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지
게 된다.
MIQ 스위치는 입력포트 내의 메모리의 개수 m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m=1일 때는 하나의 FIFO 메모
리가 모든 출력으로 향하는 셀들을 저장하게 되므로 기
존의 단일 입력 큐 방식의 스위치와 동일하게 된다.
m=2일 때는 일반적으로 특정 입력포트 내의 하나의
FIFO 메모리는 짝수의 출력포트들로 향하는 패킷들을
저장하고 다른 하나의 FIFO 메모리는 홀수의 출력포트
들로 향하는 패킷들을 저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m=2인 경우를 가리켜 Odd- Even 버퍼링 방식이라 불
린다[6]~[8]. 또한, m=N 일 때는 각 FIFO 메모리가
특정한 하나의 출력포트에 대해 할당되어서 마치 출력
버퍼 방식의 스위치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VOQ
(Virtual Output-Queued) 스위치라고 불린다. 일반
적으로 메모리의 개수 m이 증가할수록 더욱 복잡한 스
케줄링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며,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9]~[14]. 각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자
세한 동작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논문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MIQ 스위치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
다. 그중 첫번째 것은 mN개의 큐와 N개의 출력포트 사
이의 연결 설정 문제 즉, 스케줄링 및 스케줄링과 관련
된 문제이다. SIQ 스위치와는 달리 입력포트들이 여러

개의 큐를 가지고 있으므로 큐의 관리 및 스케줄링의 문
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며 스케줄링에 필요한 시간도
증가하게 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스케줄링의 복잡
성 문제, 스케줄러의 구조(집중형 혹은 분산형), 스케줄
링 과정에서의 QoS 보장 및 공정성(fairness) 문제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각 입력포트 내에 있는 m개의 큐에
대한 트래픽의 할당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새로 도착
하는 패킷들을 저장할 큐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일반적
으로, 동일한 하나의 큐에 N/m개의 목적지로 향하는 패
킷들을 저장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8×8 Odd-Even
스위치를 예로 들면 어느 한 큐는 출력포트 1, 3, 5, 7
로 향하는 패킷들을 저장하고 나머지 다른 큐는 출력포
트 0, 2, 4, 6으로 향하는 패킷들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hot-spot이나 비균일(nonuniform) 트래픽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방법이 된다.
그림 3에서처럼 특정한 목적지(그림 3의 경우엔 5번 목
적지)를 향하는 패킷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even- queue는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odd-queue에
서 오버플로(overflow)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균
일 트래픽을 다루기 위해서는 동적(dynam-ic) 큐 할당
방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15]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래픽 할당 문제에 있어서 동시에 고려
해야 할 것은 패킷의 순서(sequence) 유지 문제이다.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일련의 패킷들이 어떤 큐 할당
방식에 의해 여러 큐에 나뉘어 저장되면 서비스 과정에
서 패킷의 순서가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장비시장에 내놓아지는 여러 상용 스위치/
라우터들 중에서 VOQ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라우터로는 CISCO의 GSR-12000 시리즈[16]가 있으
며, AT&T의 AN2 스위치[9], Charlotte의 Aranea-1
테라비트 라우터, Ascend의 GFR 400/1600 스위치,
Nortel Networks의 Versalar 25000, Digital
Equipment의 GIGA-switch 시리즈 등이 있다. 또한
Illinois 대학교에서 연구된 i POINT 스위치도 있다.1)

1) VOQ를 사용하지 않는 테라비트 스위치/라우터로는 루슨트의 NX64000 테라비트 라우터, 아비치의 TSR(Terabit Switch Router), 플루리스의 테라플렉스 20, 주
니퍼의 M160 등이 있다. CISCO의 GSR12016은 VOQ 방식으로 테라비트를 지원하는 라우터이다.

다중 입력 큐 방식의 고속 패킷스위치의 구조 및 성능 분석

III. MIQ 스위치의 성능 분석
1. MIQ 스위치에서의 패킷 선택
스위치나 라우터를 설계하는 경우 코어 부분에 해당
하는 스위칭 패브릭의 동작은 ATM에서처럼 고정길이
의 패킷을 가정한다. 이는 고정길이의 패킷을 처리하는
것이 가변길이의 패킷을 처리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
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고속의 동작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하나
의 고정길이 패킷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위시
간간격(unit time slot)이라고 이야기하며, 스위치나
스케쥴링 알고리즘의 모든 동작은 단위시간간격을 기준
으로 기술된다.
입력 큐 방식의 스위치나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설
계하는데 있어서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
약은 세 가지가 있으며, 이들 역시 단위시간간격 동안
에 규정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일반적인 스위칭 제약
(general switching constraints)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 입력포트에서 서비스되는 패킷의 수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② 스위칭 되어 특정 출력포트로 보내어지는 패킷의 수

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③ 전체 교환되는 패킷의 수는 스위치의 크기인 N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일반적인 스위칭 제약은 스위칭 시
스템이 내부속도의 증가(internal speedup)없이 동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의 스위치 및 라
우터의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VOQ 스위치를 포함하여 MIQ 스위치의 수
학적 해석에서는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 이
유는 수학적 해석을 다룬 문헌들에서는 해석의 복잡성
을 이유로 서비스될 패킷을 임의로(randomly) 선택한
다고 가정을 하지만, 임의적인 패킷 선택은 앞에서 언급
된 입력 큐 방식의 패킷 스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스위칭
제약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을 위한 가
정과 다르게 실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해석들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복수 개의 스위칭 패브릭을
사용하거나, 출력포트에도 메모리를 두어 단위시간간격
동안에 여러 개의 패킷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제안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MIQ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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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의 패킷 선택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것이다. 즉, 첫번째는 엄격하게 일반적인 스위칭 제약
을 따르는 패킷 선택 방식이며 두번째는 세 가지 제약
중에서 ②번 ③번 제약만을 지키는 패킷 선택 방식이
다. 첫번째 방식은 엄격하게 제약을 따른다 하여 strict
rule이라 부르며 두번째 방식은 ①번 제약을 따르지 않
아도 되므로 relaxed rule이라 부르기로 한다.2)
즉, relaxed rule에서는 단위시간간격 동안에 특정 입
력포트에서 (N 보다는 작지만) 1개 이상의 패킷을 서비
스할 수 있다.
다음의 두 장에서는 두 가지 패킷 선택 방식에 대해
참고문헌 [17]에서 분석된 균일(uni-form) 트래픽에
대한 MIQ 스위치의 성능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Relaxed rule의 성능 분석:
메모리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Relaxed rule이 적용되어 입력포트 내부의 메모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은 무척
간단해 진다. 그 이유는 같은 입력포트 내부의 모든 메
모리가 서로 동일하고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각 출력포트에 대해 같은 입력포트에
있는 서로 다른 큐로부터 패킷이 서비스 될 수 있으므로
한 입력포트에서 최대 m개의 패킷을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Relaxed rule 하에서도 하나의 큐에서는 하나의
패킷만이 서비스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입력포트에서 서
비스 될 수 있는 패킷의 수는 m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각 메모리가 특정 출력포트들로 향하는
패킷만을 저장하므로 전체 스위치를 작은 부스위치
(sub-switch)로 나눌 수 있다. VOQ 스위치를 예를
들어보자. VOQ 스위치는 입력포트 내의 각 메모리가
특정한 하나의 출력포트로 향하는 패킷들만을 저장하게
되고 그 출력포트에 대한 스케쥴링에만 참여를 할 수 있
다. 즉, 각 부스위치는 특정 출력포트에 대해 동작하게
되므로, 전체 스위치는 m=N 개의 부스위치들로 나뉘
어질 수 있다.
메모리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모든 입
력포트 및 모든 메모리들이 독립적이고 균일한 트래픽
이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전체 스위치를 해석하는
대신 부스위치를 해석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며 해석도 간단해진다. 그림 4는 3×3 VOQ 스위치
를 출력포트 별로 분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4의 오른쪽 부분에서처럼, 분리된 후의 모습이 마치
출력버퍼 방식의 스위치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가 되기

2) 참고문헌 [17]에서는 전자를 restricted rule, 후자를 free rul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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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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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laxed rule이 적용된 경우의 다중 큐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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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rict rule 및 Relaxed rule에 대한 MIQ 스위치의 saturation throughput 비교

때문에 가상의(virtual) 출력버퍼형 스위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3)
그림 4에서 q(i, j)는 입력 i에 있는 j번째 큐를 의미
한다. 메모리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q(1, 1), q(1, 2), q(1, 3)처럼 하나의 입력포트에서 여
러 개의 패킷이 선택되어 서비스 될 수가 있다. 이는
입·출력 사이의 매칭의 수를 늘림으로써 성능의 향상
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내부 동작 속도의 증가라는 문제
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입력포트 내의 메모리들이 모
두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내부 동작 속도의 증가
문제는 없어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각 메모리들을 출력
포트와 개별적으로 연결해줄 필요가 발생하며 이는 스
위치 패브릭의 사이즈가 커져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 동작 속도의 증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절에 소개되는 것처럼 메
모리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경우의 스위치의 성능은 많은 논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얻어지는
saturation throughput Tr는

Tr=m+1-√m2+1

(1)

과 같다[17]~[19]. 그림 5는 무한 크기를 갖는 스위치
의 saturation throughput을 메모리의 개수(m:
bifurcation parameter)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점선으
로 나타내어진 것은 Relaxed rule에 대한 saturation

3) 엄밀한 의미에서 출력 큐 스위치와는 다르다. 그 이유는 출력 큐 스위치의 경우는 하나의 출력포트에 N 개의 패킷이 동시에 도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같은 입력포트에서 N 개의 패킷이 서비스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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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rict rule이 적용된 경우의 큐의 분리

throughput (Tr)에 해당한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m
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saturation throughput은
1.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m=4일 때 90%
정도의 throughput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메모리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평
균 패킷 지연(mean packet delay) 및 평균 큐의 길이,
패킷 손실 확률(packet loss probability)은 참고문헌
[17]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1 m
1
Ts=—∑Ti=— δm
m i=1
m

(2)

과 같이 복잡하게 나타내지며, 이때 Ti와 δi는 다음과 같
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Ti=m-δi-1+1-√(m-δi-1)2+1

(3)

3. Strict rule의 성능 분석:
메모리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경우
입력포트 내부의 버퍼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게 되면, 스위치를 분석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즉,
이 경우에는 한 입력포트가 오직 한 개의 패킷만을 서비
스 할 수 있게 되므로, 패킷을 서비스 하기로 되어 있는
입력포트는 다른 출력포트들에 대한 스케쥴링에 참여하
면 안된다. 실제로 MIQ 스위치에 대한 대부분의 스케
쥴링은 동시에 패러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스케쥴링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가
정함으로써 해석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그림 6에 보이는 것처럼 첫번째 출력포트에 대한 스
케쥴링에는 모든 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두번째
출력포트에 대한 스케쥴링에는 첫번째 스케쥴링에서 선
택된 입력포트에서 오는 request는 배제를 시키게 된
다. 세번째 출력포트에 대한 스케쥴링에서는 처음과 두
번째 출력포트에 대한 스케쥴링에서 선택된 패킷들이
속해 있는 입력포트에서 보내어진 request가 배제되게
된다. 그림 6에서는 q(1, 1)이 처음에 선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1번 입력포트로부터의
request가 두번째 및 세번째 스케쥴링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의 saturation throughput Ts은

0,

i=0

{∑

δi=

i

Tj i≥1

(4)

j=1

식 (2)에 대한 결과 그래프 즉, Strict rule에 대한
saturation throughput은 그림 5에 m의 함수로서 실
선으로 표시되고 있다. 메모리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지 않은 Relaxed rule의 경우처럼 m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saturation throughput은 1.0으로 수렴하고 있지
만, m=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있어 메모
리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Tr)보다 조금 작
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Tr에 비해 throughput이 적은
이유는 특정 입력포트가 오직 한 개의 셀만을 서비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모리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경우의 saturation
throughput을 나타내는 식 (2) 및 식 (3)에 사용된 δ
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 (3)과 식 (1)을 비교
해 보면 알겠지만, δi-1는 i번째 스케쥴링에 있어서 T-1
번째까지의 스케쥴링 과정에서 선택된 부분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메모리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δi는 0이 되어 식 (3)은 결국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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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m)
q(2, 1)
in 2

q(2, 2)

out 2

q(2, m)

q(N, 1)
in N

SF#1

q(N, 2)

SF#2
q(N, m)

out N

SF#k

그림 7. 다중 입력 큐 multi-plane 스위치

모리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인 식 (1)과
같은 형태가 된다.
메모리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평
균 패킷 지연(mean packet delay)과 패킷 손실 확률
(packet loss probability)은 참고문헌 [17],[18]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메모리의 상관관계
를 고려한 경우의 평균 패킷 지연과 패킷 손실 확률은
참고문헌 [17]에 제시되어 있다.

큐의 개수가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얻을 수 있는 성능 향
상의 폭은 미미해 진다.
큐의 개수를 제한하는 경우 약간 나빠지는 성능은
비슷한 수의 스위칭 패브릭을 여러 층으로 사용하는
multi-plane 스위치를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예가 그림 7에 보이고 있고, 참고문헌 [22] 및
[23]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참고문헌 [22]에서
저자들은 큐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며, 제안된 구조를 가지고도 순수한 출력큐잉 스위
치에서와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V. MIQ 스위치의 응용
현재 다중 입력 큐잉의 개념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기가비트 스위치/라우터를 개발하는 분야
이며 II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상용제품이 출시되
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큐의 개수가 스위
치의 크기와 같은 VOQ 스위치가 대부분이다.
VOQ 방식의 스위치는 큐의 개수가 스위치의 크기
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며(스위치의 크기를 N이라 할
때 필요한 메모리의 개수는 N 2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에 있어서 관련 제어회로 및 제어에 필요한 시간도 선형
적으로(linearly) 혹은 지수적으로(exponentially) 증
가하게 된다. 이는 VOQ 방식으로 보다 빠른 스위치를
설계하는데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치의 성능이 VOQ 스위치에 비해 약간은 떨어질지
라도 비교적 적은 수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고속 스
위치에 적합하다. 참고문헌 [18],[19],[21]에서 연구
된 바에 따르면, 스위치의 성능과 하드웨어의 복잡성 등
을 고려했을 때 각 입력포트에 대해 2개 혹은 4개의 큐
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림 5에
서 보이는 것처럼 각 입력포트의 큐의 개수가 1에서 2
로 증가할 때 20% 이상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지만,

V. 결 론
인터넷이 보편적인 통신 수단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데이터 트래픽은 새로이 다양한 멀티
미디어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 증가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광 기술에 기반을 둔 광 인터넷 망의 구축과
고속 패킷 스위치의 개발이 절실하다. 광전송 기술은
많은 연구와 개발의 결과로 인하여 많은 나라에서 백본
통신망은 물론 가입자망의 영역에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광 스위칭 기술은 여전히 실험실 수준이거나 혹은 초기
상용제품이 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 스
위치 및 관련 기술이 무르익기 전까지는 전기적인 고속
의 패킷 스위치를 통해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고성능·고속 패킷 스위치를 구
현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중 입력 큐(MIQ) 방식
의 스위칭 방식에 대하여 고찰하고 두 가지 패킷 선택
방식에 대해 해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두 경우 모두 각

다중 입력 큐 방식의 고속 패킷스위치의 구조 및 성능 분석

입력포트에 사용된 메모리의 개수(m)가 스위치의 크기
(N)에 가까워질수록 출력 큐 스위치에 버금가는 성능을
나타냈으나, 입력 큐 방식의 스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스
위칭 제약을 따르는 strict rule의 경우에는 m이 1과 N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 완화된 스위칭 제약을 따르는
relaxed rule에 비해 조금 나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MIQ 스위치가 고속·고성능의 스위치
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각 입
력포트마다 2개나 4개의 큐만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스
위치 패브릭을 사용하는 multi-plane 스위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파장교환 스위치에
적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장교환 스위치에서
교환에 사용되는 파장의 수에 따른 성능분석 및 멀티캐
스팅 등은 차후 연구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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