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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홈 이동 라우터(multi-homing mobile router)는 사용자 디바이스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트워크를 분
리하고 인터넷 접속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이동 라우터에
서 IP 기반 이동성을 지원하며 각 인터페이스 간의 부하 분산을 위한 메트릭을 제안한다. 제안한 이동 라우터의 부하 균등 메트릭을 
한국과 홍콩의 실제 상용 망에 적용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Abstract]

Multi-homing mobile router separates network for user connection and network for internet access using various interfaces for 
internet access. This paper proposes a load balancing metric in order that multi-network mobile router distributes its traffic to one of 
several heterogeneous network interface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load balancing metric, experiments on traffic balancing 
is performed on real commercial networks were used in Korea and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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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네트

워크 이동성(network mobility), 차량 네트워크(vehicular ad hoc 
networks) 및 텔레메틱스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 디바이스들이 

연결된 모바일 라우터 기술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

동 라우터 기술은 무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끊김

없는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1]. 특히 All-IP 기반의 서

비스가 확산되고 이동 IP 관련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로 무선 네

트워크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요구는 다중 홈 이동 라우터

(multi-homing mobile router)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2],[3]. 다중 홈 이동 라우터는 다양한 이기종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부하 분

산 기술은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4]. 최근 연구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대부분 무선 자원을 이

용한 QoS(Quality of Service) 연동을 고려한다. 3G(ex, EDGE, 
WCDMA, HSDPA, HSPA+) 및 LTE 등의 무선 이기종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 특성을 고려하여 종단간 네트워크 성능과 이동

성을 고려하여 동적으로 부하 분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

다[5]-[7].
본 논문은 기존 IP 기반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부하 

분산 메트릭을 제안한다. 제안한 부하 분산 메트릭은 각각의 무

선 인터페이스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무선 네트워크 

품질에 따라 데이터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이동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한다. 부하 분산 메

트릭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홍콩의 상용 무선 네트워

크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실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장에서 본 논문의 다중 홈 이동 라우터의 기능에 대해 기술하고 

부하 분산  메트릭을 제안한다. 3장에서 한국과 홍콩의 실제 상

용망에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부하 분산 메트릭

본 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

는 이동 라우터의 기능에 대해서 기술하고,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하 부산 메트릭을 제안한다.

2-1 다중 홈 이동 라우터의 기능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중 홈 이동 라우터는 다양

한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지

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코어와 연결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확인하는 Multiple 

Interface Quality Monitoring Program과 인터페이스 상태를 기

반으로 IP 이동성 제어를 지원하는 Multiple Interface Control 
Program이 존재한다. Virtual Tunnel Driver는 이동 인터넷 데이

터를 터널링을 통해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림 1. 다중 홈 이동 라우터의 기능 

Fig. 1. Functions of Multi-homing Mobile Router

2-2 기본 개념

이동 라우터는 인터넷을 통해 제어서버까지 터널(t1,t2,…,tn)
을 설정한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말(MN, mobile 
node)에서 입력되는 데이터(d1,d2,…,dn)를 링크 품질 비율(link 
quality ratio, q1,q2,…,qn)에 따라 결정된 값에 따라 무선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phy1,phy2,…,phyn)에 설정된 터널(t1,t2,…,tn)을 

통해 데이터를 분배하여 전송하도록 한다.

그림 2. 다중 홈 이동 라우터의 부하 분산 모델 

Fig. 2. Load Balancing Model for Multi-homing Mobile 
Router

무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신호세기는 네트워크와 이동 



이기종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 라우터의 부하 균등 메트릭 

985 http://www.dcs.or.kr

라우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거리가 멀면 신호세기와 

전송율이 함께 감소하게 된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만을 고려한 

경우, 네트워크 전체의 전송율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제어 서

버와의 왕복 지연(RTT, Round Trip Time)를 측정하여 부하 분

산 비율을 결정한다. 또한 신호세기와 RTT는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 최대 전송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종

류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고려해야 한다.

2-3 신호 세기 가중치

다중 홈 이동 라우터에서는 다수의 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하

므로 각 무선 네트워크 중 어떤 네트워크가 가까이 있는지 신호 

세기로 확인한다. 그러나 각각의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따라 최

대 신호 세기와 최대 처리율이 다르므로 절대적 비교만으로 전

송 비율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유선 인터페이스는 신호 세기가 

없고 무선 인터페이스의 신호 세기는 최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값를 비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A사의 LTE 모뎀은 신호 

세기가 0~31값을 가진다.
가 i번째 인터페이스의 최대 신호 세기이고 가 i번째인

터페이스의 현재 신호 세기일 때, 무선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대

적인 신호 세기 값()는 식(1)과 같이 정의한다.

  

 ×   ≠                         (1)

2-4 인터페이스 종류별 가중치

각 인터페이스에 대해 신호 세기는 단순한 거리에 대한 값으

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종류를 고려할 수 없다. 만약, HSDPA와 

LTE 무선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면 최대 신호 세기에서 최대 전

송률이 14.4Mbps와 100Mbps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각 인터페

이스 최대 전송율 고려하여 상대적인 가충치를 식(2)와  같이 

정의하여야 한다.

 m ax


                                                                        (2)

이 때, 는 i번째 인터페이스의 다운로드 전송율이고, m ax

는 모든 인터페이스의 다운로드 전송율이다.

2-5 네트워크 지연 가중치

네트워크 지연은 다중 홈 이동 라우터와 제어 서버 간에 데

이터 전송 시에 측정한다. 비록 최대 전송률과 신호 세기가 좋

을지라도 경로상의 네트워크가 혼잡 상태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지연에 따른 전송율을 반영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때 처리율과 네트워크 지연의 관계를 식

(3)과 같이 로그함수로 정의한다.

  log  

                             (3)

은 n번째와 n-1번째 사이의 평균 처리율의 차이이고, 
은 n번째의 평균 네트워크 지연을 의미한다.

2-6 제안한 부하 분산 메트릭

식 (4)와 같이 주기적으로 인터페이스 품질()을 계산한다.

   ×  × 
×                               (4)

식 (4)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 인터페이스 별

로 데이터를 분산하는 메트릭은 식 (5)와 같이 정의한다.

  
  







                                                                (5)

이 때 부하 분산은 데이터 세션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단위

인 플로우 기반으로 분산한다. 

Ⅲ. 구현 및 평가

다중 홈 이동 라우터를 구현하여 한국, 인도 및 홍콩 3개국에

서 실제 라우터를 설치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을 위한 이동 라우터의 이기종 인터페이스로 3G와 

LTE가 다수개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서버는 한국에 위치하였

고, 이동 라우터는 각 국가 현지에서 이동 가능하다. 부하 분산 

메트릭의 성능은 영상 데이터 전송과 FTP 등을 통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각 나라의 네트워크 에 적용된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

률(kbps)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3. 두 개의 3G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 적용 전 처리율 

Fig. 3. Measured Throughput on Network with two 3G 
without Load Balancing

그림 3과 4는 3G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2개을 갖는 이동 라우

터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제안된 부하 분산 메트릭의 성능을 측

정하였다. 그림의 (1), (2), (3) 구간은 무선 네트워크의 인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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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여 그림 4에서는 부하 분산 메트릭을 

적용하여 트래픽을 분산하는 구간이다. 결국, 같은 네트워크 환

경에서 제안한 부하 분산 메트릭을 적용하면 약 120%의 처리

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두 개의 3G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 적용 후 처리율 

Fig. 4. Measured Throughput on Network with two 3G 
with Load Balancing

그림 5. 세 개의 LTE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 적용 전 처리율 

Fig. 5. Measured Throughput on Network with three LTE 
without Load Balancing

그림 6. 세 개의 LTE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 적용 후 처리율 

Fig. 6. Measured Throughput on Network with three LTE 
with Load Balancing

그림 5와 6은 LT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개을 갖는 이동 라
우터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제안한 부하 분산 메트릭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제안한 부하 분산 메트릭을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약 123%의 처리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세 개의 LTE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 적용 전 처리율 

Fig. 7. Measured Throughput on Network with three LTE 
without Load Balancing

그림 8. 세 개의 LTE 네트워크에서 부하 분산 적용 후 처리율 

Fig. 8. Measured Throughput on Network with three LTE 
with Load Balancing

그림 7과 8은 LT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3개을 갖는 이동 라
우터를 적용한 홍콩 제안한 부하 분산 메트릭의 성능을 측정하
였다. 부하 분산 메트릭의 적용 전후에 따라 약 232%의 처리율
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성능 측정은 현지 상용 무선 네트워크
를 이용하였고, 네트워크 품질보다는 실험 환경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나 부하 분산 메트릭을 적용하는 경우 처리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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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이기종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

는 이동 라우터에서 각 인터페이스 간의 트래픽을 분산하는 부

하 분산 메트릭을 제안한다. 데이터 분산은 주기적으로 측정한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기반으로 부하 분산 메트릭을 계산하여

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산한다. 무선 인터페이스 상태는 신호세

기, 이동 라우터와 제어 서버간의 RTT 및 무선 네트워크 형태

를 기반으로 부하 분산 메트릭을 계산한다. 부하 분산 메트릭의 

성능평가를 위해 한국과 홍콩의 실제 상용망에 적용하여 처리

율을 비교하여 본 바 약 120% 이상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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