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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미디어 통신을 희망하는 수많은 노드들이 비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환경에서 PTAS

기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통신가능하게 하는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현재 다양한 모바일 기기 보급의 확산 등으로 인해 폭

발적인 멀티미디어 통신 수요는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성

을 요구한다. TSP(Traveling Salesman Problem)와 같은

비-다항적 문제(Non-Polynomial Problem) 해결을 위해

고안되었던 PTAS(Polynomial Time Approximation

Scheme) 기법은 주어진 문제 영역을 단위 영역으로 분할

하고 각 단위 영역에서의 문제 해를 구한 후, 이들의 결과

를 활용하여 계층적으로 통합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체 문

제의 해를 찾는 방법이다[1]. 그러나 대부분의 PTAS에서

문제 노드의 분포가 균등함을 가정하였고, 따라서 분할된

단위 문제의 크기도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그러나 대도시

및 그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통신수요 및 서비스의

편차가 매우 큰 것처럼, 멀티미디어 통신 노드의 균등한

분포를 가정한 문제 해결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비 균등 분포의 대규모 멀티미디어 통

신노드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통신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한 PTAS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PTAS와 관련된 연구들은 재고관리, Capacitated

Vehicle 라우팅 문제, QoS 라우팅과 같은 실용분야와

PTAS의 설계 방법 및 근사도에 관한 이론들로 크게 분

류할 수 있다. PTAS를 이용하여 단일 항목 확률적 재고

관리문제(Single-item Stochastic Inventory Control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한 Fully Polynomial Time

Approximation Scheme을 설계, 제안한 연구가 있었으며,

Time Lags의 제한조건이 있는 기계 스케줄링 문제에 대

하여 PTAS를 이용하여 Makespan 및 전체생산종료 시간

의 최소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2,3]. Capacitated

Vehicle 라우팅 문제를 PTAS를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시

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Capacitated Vehicle 라우팅 문제

는 Capacity가 입력으로 주어진 차량 1대가, 주어진 고객

사이트를 최소 길이로 방문하는 여정을 찾는 문제이다[4].

효과적인 End-to-end QoS 라우팅 문제를 PTAS를 이용

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프 확대 기반 동적 프

로그래밍 방법들을 적용한 PTAS를 제안한 연구가 있다

[5]. 단위 볼 그래프에서 Minimum Connected Dominating

Set의 탐색을 위한 것과 평면상의 Minimum-Weight Set

Cov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TAS를 설계하여 제안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평면상의 가중치 기하학적 셋

커버에 대하여, 축 평행 단위 정사각형 형태의 PTAS를

제안하였다[6]. 최적의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나이테기법에서의 직접 Hyper-graph를 임베딩 하

는 문제를 PTAS를 이용해서 다항 적 시간 내에 임의의

정확도를 갖는 근사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가

있었다[7]. 네트워크 설계, VLSI 설계 등에 적용 가능한

고속도로 연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드 기법,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 그리고 포털 등을 이용한 PTAS를 제안

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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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론

그림 1. PTAS 균등분할

그림 2. PTAS 가변분할

그림 3. 인접한 두 영역에서 포털을 이용한 통합과정

일반적인 PTAS는 수많은 노드들이 공간상에 균등한

분포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각 단위 영역에서 처리되

는 노드의 수는 거의 비슷한 평균값이 될 것이다. 예를 들

어 전체 노드의 수가 이고 그것의 네트워크 구성시간이

 이라고 가정할 때, 개의 단위 영역으로 분할했을

경우 각 단위영역에서의 처리 시간은  이다. 여기서

은 이다.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2와같이 특정 영역에

노드들이 밀집했을 경우, 밀집된 영역의 실행시간은 전체

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과 차이가 없는  

이므로, PTAS를 사용한 분할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 표현된 노드 분포도

에 따른 가변 분할 PTAS를 제안한다. 이것은 균등분할을

했을 경우에 총 16개의 단위 분할이 필요함과 비교했을

때, 제안된 방법은 상당히 감소된 5개의 단위영역의 분할

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상위 계층으로의 통합과정이 상

대적으로 간단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하위계층에서 구성된 인접영역의 SubNet1과

SubNet2를 경계선 상에 위치한 Portal들을 이용해서 통합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Portal의 위치와 그 수는 응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이러한 Portal은 실제 네트워크 환경

에서 중계기, 또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할 수 있다. Portal

1과 Portal 2를 하위 계층에서의 SubNet1과 SubNet2를

구성하는데 사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림 3에서는 계산을 통해 Poral 1을 Link1과

Link2로 연결하여 하위계층의 인접한 두 영역을 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Link5를 사

용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위 영역을

계층적으로 통합하여 그림 2의 (a)와 같은 최상위 영역에

서의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 균등하게 분포되어있는 많은 멀티미

디어 통신 노드들이 효과적으로 통신 가능한 통신 네트워

크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PTAS(Polynomial Time 

Approximation Scheme)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PTAS가

문제 영역을 동일한 크기의 단위 문제영역으로 세분한 것

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PTAS는 각 문제 구성

요소들의 분포상황에 따라 문제 영역의 크기를 차등 분할

하여 하위 문제영역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PTAS기법을 활용하여 대도시 및

기타지역, 또는 통신밀집지역 및 비밀집지역등 통신수요

및 서비스의 편차를 고려한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통신 네

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네트워

크 통신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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