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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무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에는 Wi-Fi, Cellular, Bluetooth, WiMAX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개개의 무선 기술들은 대역폭, 에너지 효율 등의 측면에서 발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할 때, 여러 사용자의 무선 환경과 전체 자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기법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러 자원 할당
정책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전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을 찾고자 한다.

Ⅰ. 서 론
최근 무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주변에는 Wi-Fi,
Cellular, Bluetooth, WiMAX 등의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 이제 사용자들은 집,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LTE 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의 무선 기술들은 대역폭, 에너지 효율 등의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도 링크, 네트워크, 전송, 응용 계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하위 연결을 동시에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계층 연구가
활발하다. pTCP[1,2]는 하위 연결들의 혼잡 제어 기능과
하위 연결들을 통해 보낼 데이터를 결정하는 기능을
분리하고, 순간적인 대역폭에 기반해 데이터를 분배하며,
경로의 특성에 변동이 큰 경우 패킷을 재할당
(restriping)하거나 중복하여 할당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
기법이다. 또한 여러 TCP 연결을 동시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IETF 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인 multi-path
TCP(MPTCP) [3-5]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여러 사용자의 무선 환경과 전체
무선 자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기법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원 할당 시점을 결정하는
알고리즘과 할당 시 고려되는 요소를 달리하는 여러
자원 할당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을 찾고자 한다.
Ⅱ. 문제 정의
무선 네트워크는 그 종류에 따라 대역폭, 딜레이,
delay jitter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은 그 종류에 따라 할당된 자원에
따른 만족도의 경향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VoIP 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제공받은 대역폭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대역폭보다 작으면
만족도가 아주 작으며 제공받은 대역폭이 필요
대역폭보다 커지면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또한 웹
어플리케이션, FTP 등은 할당되는 자원에 비례하게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무선 네트워크가
혼재하는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무선 환경, 어플리케이션
종류 등의 사용자 측면과 각 네트워크의 용량, 자원의
효율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 할당 기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의 utility 등을 value 로, 필요 대역폭 등의
자원 요소를 weight 로 하는 multiple knapsack
problem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NP-complete 문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 중
일부만을 고려하는 heuristic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Ⅲ. 제안 알고리즘
A. 자원 할당 알고리즘
제안하는 네트워크 자원 할당 알고리즘은 새로운
사용자가 자원을 요청하거나 채널 환경이 변화하여 자원
재할당이 필요하게 될 때 동작한다. 적절한 자원을
할당해 주기 위해서는 무선 채널을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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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는 남은 자원양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선 환경은 특성상 수시로 변화하며 사용자의
수, 트래픽 양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따라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남은 자원양을 결정한다 해도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자주 측정하여 자원 할당을
해도 그 효율성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주기적으로 채널을 측정하고
측정값(idle airtime 등)에 시간 평균을 적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이 값을 평가하되 수개의 임계치를 두어 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채널의 변화가 발생 했을 때
네트워크를 재할당 해 주도록 한다.

그림 1 - 자원 할당 알고리즘
B. 자원 할당 정책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원 할당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자원 할당
정책의 고려 요소는 표 1 과 같다. Capacity 는
네트워크의 시스템 용량을 고려하여 자원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802.11a 네트워크의 경우 각 레이어의
오버헤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최대 54Mbps 의 용량을
가지는데 이러한 시스템 용량이 큰 네트워크로
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한다. Remain 은 네트워크의 남은
시스템 용량이 가장 큰 네트워크를 선택하며, Rate 는 각
사용자와 기지국 혹은 AP 간의 거리 및 여러 무선
현상에 따른 SNR 을 기준으로 PHY rate 를 구하고 이
값이 큰 네트워크를 우선으로 자원을 할당한다.
Available 은 네트워크의 남은 시스템 용량과 PHY
rate 를 동시에 고려한다.
표 1 – 자원 할당 정책 및 고려 요소

자원 할당 정책
Capacity
Remain
Rate
Available

고려 요소
네트워크의 시스템 용량
네트워크의 남은 시스템 용량(idle
airtime 등)
사용자의 SNR 에 따른 PHY rate
Remain * Rate

Ⅳ. 시뮬레이션
A. 구현 및 실험 환경
리눅스 환경에서 C++을 사용하여 시뮬레이터를 직접
구현하였다. 채널 모델을 위해서는 path loss 는 twoway ground 모델을 shadowing 은 lognormal 모델을
적용하였다[6]. 또한 Wi-Fi, WiMAX, 2G, 3G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VoIP, 파일전송, 웹, 비디오, 메신저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어서 이 값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할당하였다. 또한
사용자와 기지국 및 AP 는 랜덤하게 배치하였다. 실험
결과는 300 초 동안 20 회를 동작시켜 평균값을 제시
하였다.
B. 실험 목적 및 결과
실험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사용자를 순차적으로
네트워크에 진입시키면서 각 자원 할당 정책에 따라
자원 할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림 2 는 30, 50, 70 명의 사용자에게 자원을 할당했을
때 각 정책에 따른 네트워크의 자원 사용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자원 사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스템 용량
혹은 남은 시스템 용량을 고려한 Capacity 와 Remain 은
같은 사용자에 대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한 반면
사용자의 PHY rate 를 고려한 Rate 와 시스템의 남은
용량과 PHY rate 를 동시에 고려한 Available 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PHY rate 가
높으면 같은 트래픽을 보내는데 보다 작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단한 자원할당 정책을 통해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30~40%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Available 과 같이
시스템의 남은 용량이 큰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여러 네트워크간에 균형적인 자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2 – 자원 할당 정책에 따른 자원 사용량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종 무선 네트워크가 혼재하는
환경에서 자원 할당을 위한 알고리즘과 자원 할당 시
고려되는 요소에 따른 여러 자원 할당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된 여러 할당
정책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효과적인 자원 할당을 위한
고려 요소를 밝혔다. 앞으로 보다 실제에 가까운 실험
환경에서 좀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할당 정책을 통해
실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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