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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최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디오 트래픽이 야기한 문제와 요구사항의 해결책으로써, 
SDN(Software Defined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무선 접속 기술(Multiple Radio Access Technology)의 제어 기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자체 구축한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자 입장에서 3rd-party의 비디오 트래픽을 사업자망으로

부터 우회(off-loading)시키는 방안의 필요성과, 사용자에게 저비용으로 고속의 대용량 비디오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

여 논의한다. 또한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OpenStack 클라우드 및 SDN 기반으로 구축 하였다. 이를 통해, OpenFlow와 Open 
vSwitch를 이용하여 2개의 2.4GHz 무선 랜 링크와 3개의 5GHz 무선 랜 링크가 동시에 하나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서 820 
Mbps 급의 초고속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전송 속도를 실현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d controlling methods for SDN(Software Defined Network) based multiple radio access technology as the 
solutions of following two issues which were mainly occurred by explosive increasing of video traffic. The first one is a 
requirement for traffic off-loading caused by 3rd-party video service providers from the mobile network operator's viewpoint. The 
other one is a provision of high-speed video contents transmission services with low price. Furthermore, the performance evaluation 
was also conducted on the real test-bed which is composed of OpenStack cloud and SDN technology such as OpenFlow and Open 
vSwitch. A virtual machine running on the OpenStack provide a video service and the terminal which is able to use multiple radio 
access technology supports two 2.4GHz WLANs(Wireless Local Area Network) and three 5GHz WLANs, concurrently. Finally, we 
can get 820Mbps of the maximum transmission speed by using that five WLAN links for the single servic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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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디오 서비스는 현재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

요한 트래픽이다. 실제 비디오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

래픽은 이미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5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전 세계 네트워크 트래픽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 이러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의 폭증적인 비디오 트래픽의 증가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

를 야기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업자의 콘텐츠가 아닌

3rd-party 서비스 제공업자의 비디오 트래픽을 이동통신 네

트워크에서 우회(off-loading)시키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이고, 둘째는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업자 입장에서 보

다 저렴한 무선 기술을 통해 고속으로 대용량, 고화질의 비

디오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

의 증대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HetNet 

(Heterogeneous Network)으로 대두되고 있다
[3]. 즉, 사용자

입장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보다 저렴하지

만 고속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무선 랜(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기술을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함

께 사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일부 있

었지만
[4-6], 대부분 ABC(Always-Best-Connected)의 개념

으로서, 특정 핸드오버 상황 혹은 현재 위치한 곳에서 가장

최적의 무선 기술을 선택한다는 의미였다. 즉, 주어진 상황

에서 최적의 단일 무선 기술을 선택한다는 접근이다. 하지

만, 무선 단말이 지원하는 무선 접속 기술의 종류가 점차

많아질 것이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복수의 무선 기술을 하

나의 서비스를 위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측면으로 보다 발

전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초고속 비디오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SDN(Software Define Network)을 기반으

로 하는 다중 무선 접속 기술을 실현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

가를 실제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실시한다. 즉, SDN의

OpenFlow[7]
를 소프트웨어 스위치인 OVS(Open vSwitch)[8]

의 제어 목적으로 활용하여, 다중 무선 접속 기술을 동시에

사용한 초고속 비디오 트래픽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OpenStack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9]
이 고려되었으며, OpenStack 플랫폼 위에

서 제공되는 비디오 서비스를 단말이 가진 다수의 무선 접

속 기술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제공받는 시나리오로 실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성능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Ⅱ장에서

는 제안하고자 하는 SDN 기반의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기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설명한다. 제 Ⅲ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DN 기반의 다중 무선 기술

제어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제 Ⅳ장에서는 실제 테스트

베드를 통하여 수행한 성능평가의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본 논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복수의 무선 기술을 사

용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HetNet과 OpenFlow를 기반으로

하는 SDN 기술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위의 관련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과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논의한다.

1. Heterogeneous Network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단말이 사용 가능한 다수의 이종 무선 접속 기술을

SDN 기반 기술로 제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HetNet으로 대두되고 있는 연구 분야와 그 본질이 같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HetNet 관련 연구는 대개

ABC의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M2M(Machine-to-Machine) 
통신 관점에서 IEEE 802.11 무선 랜 기술과 3GPP EPC 
(Evolved Packet Core) Network 이동통신 기술 사이의 효

율적인 핸드오버(vertical hand-over)와 관련된 연구
[5]
를 에

너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 하거나, 단말이 이종 네트

워크 간 이동 시 컨텍스트(context)와 위치를 기반으로 효과

적인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
[6]
가 주된 형태

이다. 즉, 단말이 사용할 수 있는 다수의 무선 접속 기술

중 최적의 것을 매 순간 하나씩 선택하는 ABC의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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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penFlow 버전 1.1의 플로우 테이블 및 헤더 정보
Fig. 1. The flow table and header information of OpenFlow version 1.1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선행 연구

[10]
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SDN을 기반으로 다수의 무선 접속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

여 성능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으며

단지 멀티 호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콜 계층을 수

정 하는 방안으로 진행된 연구
[11-12]

가 있을 뿐이다.

2. OpenFlow 및 Open vSwitch

OpenFlow는 당시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과정이었던

Martin Casado가,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중앙 집중식의

컨트롤러가 플로우를 제어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념으

로 2007년 발표한 이단(Ethane)이[13] 그 시초이다. 이후 대

학 주도로 OpenFlow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왔고, 2011년 3
월에 OpenFlow 기술의 체계적 발전 및 상용화를촉진시키

기 위해 표준화 단체인 ONF(Open Networking Founda- 
tion)이 설립되었다. 이후 ONF는 OpenFlow를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로써의 SDN 
개념에 확장 및 통합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14].
ONF에서 정의하는 SDN,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

킹 기술의 구조는 기존 컴퓨터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다. 
즉, 최상단의응용 계층은 컴퓨터 시스템의 그것과 같으므

로 네트워크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의 OS(Operating 
System)에 해당하는 하단의 제어 계층에 대한 API만준수

하면 실제 네트워크를 이루는 하드웨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제어 계층은

NOX[15] 또는 Floodlight[16]
와 같은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

된 네트워크 제어 플랫폼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들은

‘Network OS’라고불리기도 한다. 또한, 논리적인 중앙 집

중화의 의미는 물리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컨트롤러가 존

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7]. 이때, 제어 계층과 최하단의

물리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OpenFlow와 같은 프

로토콜이며, ONF는 이와 같은 추상화 개념의 도입으로 네

트워킹 기술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OpenFlow 스위치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PC, 

OpenFlow가 구현된 상용 스위치 박스 또는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OVS와 같은 가상 소프트웨어 스위치까지 다

양한 형태가 될수 있다. OpenFlow 스위치는 자신을 거쳐

흐르는 패킷(프레임)들의 헤더정보를 조합하여 개별플로

우로 제어할 수 있다. 즉, 출발지 또는 목적지 MAC 주소

또는 IP 주소, 혹은 전송 계층 포트 번호 등을 기준으로패

킷들을 개별 플로우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제어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림 1은 1.1 버전 기준의 OpenFlow가 다루는

플로우 테이블및헤더정보이다. OpenFlow 스위치는 스위

치로 들어온 패킷의 헤더와 그림 1의 매치 필드에 명시된

정보를 비교하여 해당하는 처리(Action)을 수행하는 기본

체제로패킷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플로우를 제어하게 된다. 
이때가능한패킷의 처리 방법은 스위치의 특정 포트로패

킷을 포워딩하거나, 패킷을 버리거나(Drop), 컨트롤러에게

전달하는 것부터, 출발지 MAC 주소, IP 주소 또는 전송 계

층 포트 번호를 수정하거나 하는등의패킷의 특정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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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penFlow와 Open vSwitch를 사용한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의 개념과 주요 활용 시나리오
Fig. 2. The main concept of controlling method for multiple radio access technology using OpenFlow and Open vSwitch

수정 하는 것 까지 다양하다.
한편, Open vSwitch는 소프트웨어 스위치로, Dom0 또는

Xen과 같은 하이퍼바이저나 관리 도메인(Management do-
main) 내부에 존재하며 가상머신과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사이의 연결성을 제공한다
[8]. 또한, OVS는 가상

스위치에 대한 중앙 집중식의 관리를 위한 외부 인터페이

스를 지원하고 1.4 버전 기준으로 OpenFlow 1.1 버전이 구

현되어 있으므로 OpenFlow 스위치로 동작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SDN 기술 기반의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기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이 적용될수 있는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알아보고, 그로 인해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하

여 논의한다. 또한, 액세스 네트워크에 위치한 OpenFlow 
스위치가 단말들에게 초고속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단말의 Open vSwitch를 제어하

는 기법과 그를 위한 제어 모듈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제안하는 기법의 활용 시나리오
  
제안하는 기법을 통해 실제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또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제안하는 SDN 
기반의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개념과 대표 시나리오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좌측의 사진, 비디오, 음악, IPTV 등으로 대표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사

용자에게 제공되며, 클라우드의 앞단에는 필요에 따라

OpenFlow 스위치가 존재한다. 그림 2의 우측에 위치한 사

용자는 다중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그림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접속 기술로 다수의 무선 랜과 4세대 이동통신이 도식화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의 단말에도 OVS가 설치되어 있고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OpenFlow 스위치와 제어 목적

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림 2의 얇은 점선 및 (1)로 표시된 시나리오는 트래픽

의 우회(off-loading) 시나리오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

업자의 입장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서버로부터

대용량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사용자가 무선 랜 AP의 커버리지 안

에 존재하여 해당 무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로서는 3rd-party 사업자의 비디오 트래픽을 자신들

의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우회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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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모듈의 클라이언트 전송 개시 요청 처리
Fig. 3. Handling the transmission initiation request of client conducted by MRAT Controller

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사용료가 상대

적으로 저렴하거나 무료인 무선 랜을 통하여 조금더빠른

속도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을 갖

는다. 또한, 이 경우 무선 랜은 상대적으로커버리지가좁아

지속적인 연결성이 보장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비디오 서비스의 제어 트래픽은 여전히 이동통신 네

트워크로 통과시켜장애 복구(fail-over) 까지 대비할 수 있

다.
그림 2의 굵은 실선 및 (2)로 표시된 것은 다수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고속의 전송 속도를 확

보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때 사용자의 단말은 다수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는 접속할 수 있는 무

선 랜 AP의 개수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우 사

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단말이 동시에

여러 목적지 서버와 트래픽을 주고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트래픽을 개별 플로우로 구분하고 플로우 마

다 전용의 무선 랜 링크를 통해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도

록 제어할 수 있다. 이때사용자의 단말과액세스 네트워크

뒷 단에 위치한 OVS는 단말과 목적지 서버의 IP 주소를

그림 1의 플로우 테이블에 명시된 매치 필드로 적용하여

플로우를 제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의 단말이 단일

목적지 서버와 트래픽을 주고받고 있으나, 단말과 서버가

동시에 여러 개의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각각다른전

송 계층 포트 번호로 트래픽을 주고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에는 앞서 설명한 첫 번째 경우와유사하나, 플로우 테이블

에서 포트 번호로 플로우를 구분하고 제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얇은 실선 및 (3)으로표시된 것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고려하는

D2D(Device-to-Device) 모델[18]
을 고려하여 단말간의 무선

랜 기술을 통한 직접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되, 단말간의

식별및 연결설정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이

다. 이는 일부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개념과도

유사한 것으로,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

은 전송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TCP/IP 및 라우팅 프로토콜

에 종속적인 네트워크에서는 구현하기힘든플로우 제어가

제안하는 방안을 통해 가능함을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절

에서는, 제안한 SDN 기반의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기

법이 적용되어, 초고속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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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제어 모듈에 관해 서술한다.

2. 초고속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 제어 기술

제안하는 SDN 기반의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기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초고속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어 모듈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파일 전송 및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일반

적으로 단일 전송 계층 포트를 사용하여 소켓 통신을 수행

하기 때문이다. 제안한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기법은

기본적으로 단일 서버와 단일 클라이언트의 트래픽을 전송

계층 포트 번호로 구분한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무선 접속

기술의 개수와 동일한 전송 계층 포트 번호를 동시에 이용

한 소켓 통신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어 모듈이 필요하다.
그림 3은 제안하는 제어 모듈(Multi-RAT Controller)이

클라이언트가 최초파일 전송(서비스 요청)의 개시를 요청

그림 4. 제안하는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 모듈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탐색 절차

Fig. 4. Determining process of network interfaces for notifying to the 
client

하는 경우의 처리 동작을 나타내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비디오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

에, 이 사실을액세스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제어모듈에알

릴 필요가 있다. 이때클라이언트는 단말이 지원하는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의 개수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의 무선 접속 기술로 무선 랜 인터

페이스를 가정하므로, 각 무선 랜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 및 지원 채널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수신한 OpenFlow 스위치내부의 제어모듈은, 
AP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OpenFlow 스위치의 무선 랜 인

터페이스 중에서 요청한 단말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페이

스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제어모듈

은 OpenFlow 스위치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중에서 현재 사용 중이지않고,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가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이
후 로컬의 OVS와 단말의 OVS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플로우 테이블수정 명령을내린다. 수정 명령

은 단말의 OVS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외부 관리용

TC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8]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사용

가능한 전송 계층 포트 번호를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할당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송 계층 포트 번호로 플로

우를 구분하여 동시에 다수의 무선 접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플로우 테이

블수정 명령시에 포함시켰던 전송 계층 포트 번호 목록을

포함한응답을 전송한다. 이후클라이언트는 그림 5와 같은

절차로 서버에 이 전송 계층 포트 번호를 포함한 전송 요청

을 보냄으로써 트래픽을 주고받게 된다. 이 전송 요청을 받

은 비디오 콘텐츠 서버는 그림 3에서 MRAT(Multiple 
Radio Access Technology) 컨트롤러에게 전달해 준 TCP/ 
UDP 포트 번호와 동일한 개수만큼 전송할 비디오 파일을

나누어각각의 포트 번호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

하게 된다. 한편, 그림 3에서와 같이, 비디오 서비스가 구동

되고 있는 OpenStack 클라우드 플랫폼과, 액세스 네트워크

에 존재하는 OpenFlow 스위치 사이의 네트워크는 단일유

선 이더넷 링크이며 1Gbps의 전송 대역폭을 갖는다. 따라

서 해당 단일 유선 링크를 사용하여 나누어진 비디오 파일

을 전송하게 된다. 그러나 OpenFlow 스위치와 사용자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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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를 통한 대용량 비디오 파일 전송
Fig. 5. Transmission procedure for large capacity of video file

사이에는 다수의 무선 랜 링크가 사용 가능하며, 각각의 무

선 링크에 대해 TCP/UDP 포트 번호로 플로우 테이블이 설

정되어 있다. 따라서 OpenFlow 스위치와 사용자 단말 사이

에서는 플로우 설정에 따라 비디오 파일들을 동시에 다수

의 링크를 사용하여병렬전송하게 된다. 이후사용자 단말

의 클라이언트는 나누어져 수신한 파일을 하나로 합친 후

에 해당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Ⅳ. 성능 평가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Open- 
Stack과 SDN 기술을 기반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본 장에서는 구축한 테스트베드의 구조를 설명하고, 성능

평가의 결과를 분석한다.

1. OpenStack 및 SDN 기반의 테스트베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규모의

OpenStack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클라우드 플

랫폼과 사용자의 단말 사이의 네트워크에 OpenFlow 스위

치가 존재하여 사용자와 목적지 서버 사이의 트래픽을 플

로우로 구분하고 관리하였다. 전체적인 테스트베드의 구성

도는 그림 6과 같다. 먼저, 모든 OpenStack 클라우드노드

들은 x86 아키텍처 기반의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눅스

우분투 12.04 버전 배포판 위에서 OpenStack Grizzly 버전

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실제 가상머신이 구동되는

컴퓨트노드, 가상머신이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

록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노드, 그리고 전체

컴퓨트 노드 및 클라우드 관련 컴포넌트들을 관리하는 컨

트롤러 노드로 이루어진다. 이들 노드들은 내부 네트워크

를 이루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모든가상머신의 트래픽

은 네트워크 노드를 거쳐 외부로 나갈 수 있다.
네트워크 노드는 가상 머신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공

인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내부에서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사설 IP 주소와의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수

행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단말은 가상머신의 공인 IP 주소

를 목적지로 하여 클라우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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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능 평가를 위해 구축된 OpenStack 및 SDN 테스트베드 구성도
Fig. 6. The architecture of test-bed consist of OpenStack and SDN for performance evaluation purpose

또한, OVS가 설치된 x86 아키텍처 기반의 PC가 Open- 
Flow 스위치로 사용되었다. 해당 PC는 다수의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카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리눅스 우분투 12.04 버
전 배포판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단말과 인접한 액세스

네트워크에 위치하는 OpenFlow 스위치의 경우 무선 랜 인

터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용자 공간데몬으로 동작하

는 Hostapd[19]
를 통해 각각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같이 동작하도록 하였다.

2. 성능 평가 결과

본 논문의 성능 평가는 그림 6에서와 같이, 실제 Open- 
Stack 클라우드 플랫폼 및 OpenFlow 스위치, 그리고 Open 
vSwitch 기반의 다중 무선 접속 기술 제어가 지원되는 사용

자 단말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비디오 서비스가

제공되는 컨텐츠 서버인 가상 머신에서 OpenStack 클라우

드 내부 네트워크를 거쳐 OpenFlow 스위치까지 연결되는

유선 링크는 1Gbps의 이더넷 링크이며, OpenFlow 스위치

는 Hostapd[19]를 이용하여 다섯개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AP 모드로 동작시키며 SSID(Service Set Identifier)와 무선

링크 정보는 표 1과 같다. 

AP Name SSID Frequency (Ch.) Note

AP #1 osws_01 2.412GHz (Ch. 1) HT20

AP #2 osws_02 2.452GHz (Ch. 9) HT20

AP #3 osws_03 5.220GHz (Ch. 44) HT40+

AP #4 osws_04 5.745GHz (Ch. 149) HT40+

AP #5 osws_05 5.805GHz (Ch. 161) HT40-

표 1. OpenFlow 스위치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WLAN interfaces of OpenFlow switch

성능 평가는Ⅳ장의 3절에서 설명 된 플로우 제어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대역폭 측정 프로그램인 Iperf를[20]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즉, 가상머신 위에서 다섯 개의 Iperf 서
버 프로세스를, 사용자 단말에서역시 다섯개의 Iperf 클라

이언트 프로세스를 각각 구동시킨 후 프로세스 마다 서로

다른 UDP 포트 번호를 이용하여 링크의 최대 대역폭을 측

정하였다. 이때, 다섯개의 무선 랜 링크의 대역폭 합이 유

선 이더넷 링크의 1Gbps 보다 작으므로 대역폭 측정이 이

루어진 구간에서병목 현상은 발생하지않았으며 안테나를

서로떨어뜨려 놓아 무선 신호 간의 간섭으로 인한 대역폭

감소를 최소화하였다. 
측정 결과는 그림 7과 같았다. 두 개의 2.4GHz 무선 링크

는 20MHz 폭의 채널을 사용하고 두 개의 수신 및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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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선 링크 별 대역폭 측정 결과
Fig. 7. The result of bandwidth measurement per wireless link

스트림을 사용하였으므로각각약 100Mbps의 최대 대역폭

이 측정되었다. 나머지 세 개의 5GHz 무선 링크는 모두

40MHz 폭의채널을 사용하고 세 개의 수신 및 송신 스트림

을 사용하였으나, 149번 채널과 161번 채널 링크의 경우

상호 간섭이 일어나 대역폭이 다소줄어들었다. 44번채널
링크의 경우에는 약 310Mbps의 최대 대역폭이 측정되었

고, 다섯개의 무선 링크를 통해 820Mbps의 전송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DN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무선 접

속 기술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성능 평가에서는

OpenStack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비디오 콘텐츠

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되었고, 무선 접속 기술로는각각다

른채널의 무선 랜이 고려되었다. 또한 실제 다섯개의 무선

랜 링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약 820Mbps의 전송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본 논문의 제Ⅳ장에서 수행한 성능 평가는, 각무선

링크의 상태가 주변요인의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한 안정

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이종 무선 랜 채널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가용한 최대

전송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함이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외

부 변인으로 인해 무선 링크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적으로 무선 링크의 상

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용할 무

선 링크를 결정하는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선 링크의

상태가 매우 가변적인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

터 전송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상태가 좋은 무선 링크로

보다 많은 파일을 전송하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

은 무선 링크로는 그보다 작은 개수의 파일을 전송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무선 링크

의 가용한 무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기가비트급 전송 속도를 목표로 표준화 중

인 IEEE 802.11ac[21]
가 5GHz의 주파수 특성상 전송거리

및 장애물에 제약이 있는 단점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2.4GHz 기반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들을 사용함으로써 보

다 먼 거리 또는 장애물이 있는 실내상황에서 기가비트에

근접한 전송 속도를 구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
러 5GHz를 지원하는 IEEE 802.11n과 802.11ac의 무선 랜

인터페이스를 복수개 사용하여 기가비트급 이상의 속도를

제공함으로서 무 압축 비디오 서비스의 실현도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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