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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인터넷을 포함한 차세대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은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서비스 제공”, “차별화 서비스 (differentiated service)

를 제공하기 위한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설정 및 관리”, “이동성 (mobility) 제공 

및 관리”, “인터넷 보안”,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트래픽 엔지니어링” 등입니다. 통신망 

운용 및 관리 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통신망 자원의 이용률을 

극대화 시키며, 사용자들에게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고, 통신

망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급속히 변화하는 요구사항들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XML 기반의 인터넷 관리 시스템과 정책 기반 관리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세부 구현 기술들

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SLA 설정 및 관리를 

위한 통신망 성능 관리 기능, 구성관리 기능 및 플랫폼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무선 통합망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유선망 뿐 아니라 CDMA 기반의 무선망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유선망과의 효율적인 통합을 고려한 연결관리 및 트래

픽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통신망 운용관리 서비스 및 기능을 신속히 구성

하고 구현시키기 위한 액티브 노드 관리 기능과 통신망의 장애관리 기능 또한 중요한 문제

로서 차세대 인터넷의 운용관리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번 KNOM Review 제5권 제2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기술

개발 현황 및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잘 제시하는 논문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2편의 

논문은 XML 기반의 망운용 관리 기술에 대하서 다루고 있으며, 차세대 인터넷을 위한 

XML 기반의 통합 망관리 시스템 및 gateway 기술, CORBA/XML 연동 구조에 대하여 각각 

분석 및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논문에서는 정책 기반 관리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였

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에서의 VPN 및 VoIP, 통합 메세징 등의 서비스를 사용자의 요

구에 따라 동적으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운용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편의 논문에서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SLA monitoring 및 이를 위한 QoS 

파라메터와 통신망 성능 관리 항목간의 매핑, 정책 기반 차별화 서비스 및 서비스 품질 보



장을 위한 컴포넌트 기반의 관리 시스템 플랫폼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Java 기반의 CDMA-2000 망관리 시스템 구현 방안의 세부 기술을 다루는 한편의 논문

에서는 JNMWare 기반의 TMN agent platform 및 개발 도구에 대한 기술, CDMA-2000 

통신망 운용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인터넷에서

의 중계망 구성 및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망의 구성관리에 대한 한편의 논문에서는 통신망 자원 자동 탐색 및 구성관리 

정보 자동 구성 기능의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MPLS-VPN 

(Virtual Private Network) 구성 및 제공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통신망에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프로토콜 및 프로그램 설치를 용이

하게 하는 액티브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취약성 관리를 위하여 각 액티브 노드 구성 요소들

의 취약성을 검사하고, 취약성의 확장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관리 구조를 제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에서는 광 인터넷 등과 같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서의 장애 

관리를 위한 방안을 분석하며, 효율적인 세그먼트 기반 자동 복구 기법에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서브 네트워크 분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며, 그 성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지 편집을 위하여 상세한 논문 검토 및 심사를 맡아 주셨던 KNOM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KNOM Review 제5권 제2호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며, 따라서 좋은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한 우수한 논문들이 KNOM Review지를 통하여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논문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