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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단말은 서로 다른 접속 기술을 가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이런 멀티인터페이스 무선단말에 각 접속 네트워크 별
로 각각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멀티네트워크
인프라는 단대단 연결 시 멀티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는 응용이 요구하는 품질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경로탐색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네트워크 환

경에 적용 가능한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라우팅 알
고리즘은 단대단 경로 탐색 시 멀티경로를 탐색하고 탐색된 경로 중에서 응용이 요구하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키워드
멀티인터페이스, 라우팅 알고리즘

I.

서 론

최근 M2M/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네트
워킹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1, 2]. 이와 관련된
연구 중 최근 3GPP, ITU-T, IEEE 표준화 기구에
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 간 직접 통신 표준
화가 중이다. 현재까지 관련 표준기구에서는 동일
한 접속 기술 환경에서 디바이스 간 직접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만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단말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IEEE 802.11 WLAN과 3G/4G 인터페이
스 기반의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장작하고
있다. 또한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단말은 멀티인터
페이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네트워크 연결서
비스를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이런 멀티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이동단말에 여러 개의 인터넷 접속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네트워크 인프라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증가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인터
넷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의 60%를 차지하고 있
다. 따라서 ISP 입장에서는 M2M/IoT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근거리에 존재하는 이
동단말 간 통신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멀티인터페이스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SP는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이동단말의 인터넷 접속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디바이스간 통신에서 단대
단 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시 멀티인터페이스 기
반의 멀티 경로가 존재하면 이를 활용해서 트래
픽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M2M/IoT 서비스 제공을 위
해 필요한 디바이스 간 통신에서 인접한 이동단
말 사이에 존재하는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멀티경
로 환경에서 이동단말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며
또한 경로 선택을 위한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경
로 탐색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하고 3
장에서 경로탐색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 성능
평가를 기술하고 5장에서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
구를 기술한다.
II.

네트워크 모델 및 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네트워크
모델을 정의하고 가정된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문
제를 정의한다.
2.1 네트워크 모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모델을
가정하고 있다. 우선 근거리에 있는 이동단말의
단대단 통신을 가정하고 있다. 멀티인터페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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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이동노드로 구성된 멀티네트워크 모델
동단말은 이동통신 인프라에 접속할 수 있는 는 기법에서는 단대단 서비스 지연 값 측정을 위
3G/4G 이동통신 기술을 WiMAX로 가정하며 이 해 probe 메시지 기반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동단말은 WiMAX 접속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Probe 메시지 기반 측정 방법은 단대단 이동노드
가지고 있다. 또한 근거리 통신 기술로 IEEE 사이에 probe 메시지를 전송하고 RTT 값을 측정
802.11 WLA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 한다. 이때 probe 메시지는 응용이 요구한 대역폭
다. 또한 단대단 연결은 셀 기반 연결과 WLAN 크기로 메시지를 만들어 전송한다. 이후 RTT 값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애드 혹 네트워크를 형성한 을 측정하여 단대단 서비스 지연 값을 얻는다. 멀
다. 애드 혹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애드 혹 라우 티인터페이스 기반 경로 선택 기법은 두 단계로
팅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또한 하나의 기지국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멀티네트워크 내에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이동노드는 셀에서 사용되 단대단 멀티경로가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경로탐
는 IP 주소를 공유해서 사용 할 수 있다.
색(path discovery)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멀
티 단대단 경로가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경로선
2.2 문제 정의
택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 가정한 네트워크 모델
본 논문에서 가정한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멀티인 에서는 셀 네트워크에 모든 이동단말이 연결성을
터페이스를 가진 이동단말들 사이에 멀티 경로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셀 네트워크를 통한 경로
존재한다. 그림 1을 보면 멀티경로가 존재하는 예 는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애드혹 네트워크를 통
를 볼 수 있다. 우선 셀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나 한 경로의 경우 단대단 연결을 위한 두 개의 이
의 경로가 존재하며 애드혹 네트워크로 구성된 동단말 중 하나의 단말이 기지국 내에 존재하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경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않을 경우와 이동단말이 애드혹 네트워크 구성에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단말은 여러 경로 중 데이터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
전송을 위해 하나의 경로는 선택해야 한다. 따라 다. 따라서 애드혹 네트워크를 통한 경로탐색과정
서 본 논문에서는 경로 선택 시 응용이 요구한 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애드혹 네트워
QoS에 따라서 경로는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크 내 경로탐색을 위해 AODV 라우팅 프로토콜
을 이용한다.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의 RREQ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경로 선택 기법 메시지를 이용해 경로 존재 유무를 판단한다.
RREQ 메시지 전송 후 특정 시간까지 RREP 메시
본 장에서는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경로 선택 기 지를 전송 받지 못하면 소스 노드는 애드혹 네트
법을 기술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QoS 파라미 워크를 통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터로 단대단 서비스 지연(E2E service delay)을 한다. 이 경우 단대단 경로가 샐 네트워크를 통해
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인 경로선택
이용한다.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셀 네트워크 기반 경로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하지만 만약 애드혹 네트워크
3.1 멀티경로 성능 측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단대단 경로의 성능 측정 방법으 를 통한 경로가 존재할 경우 경로선택 단계를 수
로 단대단 서비스 지연을 측정한다. 또한 제안하 행한다. 경로선택은 위에 기술한 probe 메시지를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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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성능측정 결과

통해서 경로탐색 과정에서 검색된 모든 멀티경로 네트워크 기반 경로보다 서비스 지연 값이 작기
의 서비스 지연 값을 측정한다. 모든 경로의 서비 때문이다.
스 지연 값을 측정한 후 소스단말은 서비스 지연
값이 가장 작은 경로를 선택한다.
Ⅴ 결론
최근 ISP는 멀티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멀티인터
페이스 이동단말에 여러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단말 사이에 단대
단 멀티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단말 간 멀티 경로에서 서비
스 지연이 좋은 경로를 선택하는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경로 선택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험 결
과를 통해서 보면 제안한 기법이 멀티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인터페이스 이동단말에 최적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후 연구로는 단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제안
한 기법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성능 평가를 실시
할 것이다.
.

그림 2 성능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모델

Ⅳ 성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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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멀티인터페이스 기반 경로
선택 기법의 성능 측정을 위해 그림 2에 도시된
그리드 토플로지 기반의 네트워크를 가정한다. 여
기에서는 총 14개의 단말이 있으며 이동성이 없
는 정적 단말을 가정하였다. 플로우는 총 5개를
발생시키며 셀 네트워크는 WiMAX 이며 애드혹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IEEE 802.11 WiFi 인터페
이스를 사용한다. 각 플로우는 0.2Mbps을 발생시
킨다.
실험 결과는 테이블 1과 같다. 우선 애드혹 네트
워크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단말 3의 경우는 플
로우 1, 2가 WiMAX 기반 경로를 선택하여 데이
터 전달이 이루어지며 플로우 3, 4, 5의 경우는
애드혹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 결과는 애드혹 네트워크 기반 경로가 W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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