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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노트북과 PDA 등 모바일 장치들이 리 보 되면서 소비자들의 휴  인터넷 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해 WiBro [1,2]와 같은 휴  인터넷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재 WiBro 서비

스는 cdma 1xEV-Do, HSDPA 등의 다른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비교할 때 데이터 처리량에서 우 에 있으나 [3], 
기지국간 핸드오버, 인  장치간의 간섭 상 등의 속도 하 요인으로 인해 이론  성능에 비해 실제 성능이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기존 연구들은 시뮬 이션이나 수학  분석에 의존하고 있

어서 [4, 5, 6], 실제 서비스 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손

쉽게 WiBro 장치의 성능 병목 지 들을 악하고 다양한 라미터 설정을 통해 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도록 다  WiBro 장치 리/분석 툴인 WiMAT (WiBro integrated Management Analysis Tool)을 개발하 다.
   재 WiBro 상용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 트웨어는 MS Windows 환경에서 WiBro 단말을 구동하여 IP 망에 

연결하는 연결 리자 (CM: Connection Manager)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한 것이므로 다양한 라미터 설정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네트워크 성능 분석은 불가능

하다. WiMAT는 기존 CM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오  소스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고 기능 추

가를 한 소스 변경이 용이한 리 스 환경에서 제작되었다. 
   WiMAT은 기본 인 연결 리자 기능 이외에 표 1과 같은 부가 기능을 구 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표 1의 

기능 요구 사항을 토 로 WiMAT의 개발은 상용 WiBro USB 단말과 WiBro 칩셋 업체에서 제공한 기본 장치 드라

이버, 텍스트 기반 CM을 토 로 이루어졌다. 세부  개발 환경과 WiMAT 내부 구조는 각각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1. WiMAT 기능 사항

요구사항 설   명

단일명령 수행 WiBro 장치 제어 명령어 입력을 한 쉘 제공

다  WiBro 장치 인식  

인증 처리

복수개의 WiBro 장치들을 인식하고 동시 제어 가능 (EAP-AKA 방식

의 인증 처리 포함)
Auto Connect/Disconnect 사용자 편의를 해 자동으로 WiBro 장치를 네트워크에 속/해제 

스크립트 일 실행
다양한 라미터 설정과 그에 따른 시나리오 기반 실험이 가능하도록  

WiBro 장치의 세부 설정 값이 장된 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 로그 장 사용자가 수행한 결과를 로그 일로 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트래픽 분석 기능
각 WiBro 장치의 성능 ( : 데이터 처리량)을 사용자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GUI를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 개발 환경

종 류 버   

Kernel GNU/Linux 2.6.20-15-generic
CCID lib 1.2.1-1ubuntu1
PCSC lite 1.3.3
GTK lib 2.10.11-0ubunt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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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구 된 WiMAT 구조

   그림 1과 같이 USB를 통해 호스트에 연결된 WiBro 장치는 하단의 USB 드라이버와 상단의 네트워크 드라이버

를 이용하여 제어하며,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WiMAT과의 통신은 리 스의 netlink 소켓을 이용하여 구 되었다. 다

 장치 인증 부분은 스마트 카드 인터페이스 표 인 PC/SC [7]를 리 스 상에서 경량으로 구 한 공개 소스 

PCSC-lite API와 CCID USB 드라이버 [8]를 이용하여 구 하 다. 마지막으로 WiMAT 세부 기능들을 사용자 친

화 으로 구성하기 한 GUI는 공개 도우 툴킷인 GTK+ 2.0 [9]을 사용하여 구 하 다. 
   표 1에서 제시한 기능 요구 사항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구 되었다. 첫째, 최  실행시 WiMAT은 

‘/proc/net/dev' 일을 참조하여 재 호스트에 연결된 WiBro 장치들을 검색하고 매 1 마다 연결 정보를 갱신하여 

최신 장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반 인 WiBro 단말의 망 속 과정은 “ 라미터 설정

-RF 활성화-네트워크 진입”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WiMAT은 사용자 편의를 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사용자에게는 progress 바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려 주도록 한다. 셋째, WiMAT은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실험

할 수 있도록 단말이 망에 속하기 에 특정 라미터 값들을 스크립트 일에 장, 순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넷째, 각 단계에서의 실행 결과를 로그 일로 장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라미터 설정 값이나 

망 상황에 따른 동작을 추후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리 스 오  소스 패키지인 wget [10]을 이용

하여 망 속 후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사용자 편의성과 상세 성능 분석 주로 WiMAT 기능을 보강하고, 시나리오 기반 성

능 평가를 통해 각 상황에서 한 서비스 품질 (QoS)을 보장할 수 있는 라미터 설정을 찾고 그 효과를 검증하

는 작업이 있다. 한, 장기 으로는 Wi-Fi와 같은 이종 무선통신망과의 핸드오버 기능을 추가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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