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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NCW(Network Centric Warfare) environment, mobile nodes communicate through wireless link. But wireless 
link provides limited networking performance due to signal interferences or mobility of nodes. So it is quite 
challenge to acquire enough networking resources and use the resources efficiently.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 P2P based tactical information sharing system which provides satisfactory visual information playout for 
mobile nodes(i.e., military personnel, vehicle,..) in NCW environment. Our proposed system consists of two 
components. One is caching-enabled switch which stores tactical information segments at its internal storage and 
then transports them to mobile nodes when require. Another is centralized scheduling algorithm which exploits 
networking resources more efficiently. To validate performance of proposed system, we performed series of 
experiments in wireless network testbed. Results show improved performance in terms of segment-missing ratio, 
networking resources usage, sharing time, and number of simultaneous playout mobile nodes with acceptable 
playout continuity(i.e., over 95%).

Key Words : Peer-to-peer(피어-투-피어), Centralized Scheduling( 앙형 스 쥴링), Mobile Node(모바일 노드), Network 
Centric Warfare(네트워크 심 ), Caching-enabled Switch(캐싱 지원 스 치)

1. 서 론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 과 더붙어 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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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는 우리군의 투장비에도 무선 통신이 가능

한 기술들이 탑재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노드간

에 실시간으로 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략을 수립  지휘 통제하는 NCW(Network Centric 
Warfare) 환경이 요시 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노드

에게 정보의 분배를 하여 사용되는 P2P(Peer-to-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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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시스템[1]에서는 피어 노드가 자신의 업로딩 

기능을 사용해 정보 데이터 세그먼트(이하 ‘세그먼트’)
를 교환하는 연구[2]가 활발하다. 이는 정보의 분배를 

담당하는 서버 노드의 부하를 크게 임과 동시에 기

존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시스템에 비하여 높은 확

장성을 제공하며, 특히 높은 비트 이트를 갖는 상 

정보를 요청하는 다수의 노드들에게 일정 수 의 재

생율을 보장하기가 용이하다[3,4]. P2P 서비스를 이용하

는 각 노드는 상 정보를 끊임없이 재생하기 해 

순차 이며 지속 으로 세그먼트를 수신해야 한다. 하

지만 모든 노드들이 단순하게 순차 으로 세그먼트를 

수신할 경우 주변 노드들과 복된 세그먼트들을 보

유할 확률이 증가되어 노드간 세그먼트 교환 빈도가 

하되므로 결과 으로 체 시스템의 자원 활용도가 

낮아진다. 이와 련해 피어 노드의 원활한 상 정보 

재생을 해 P2P 네트워킹의 구조[5]  규모[6] 등의 

에서 네트워킹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연구되었

다. 따라서 P2P 네트워킹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핵심

인 요소는 높은 시스템 자원 활용도를 유지하면서 재

생시간에 맞춰 순차 인 세그먼트 수신을 조율하는 

세그먼트 스 쥴링이다. 한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은 

유선 네트워크 환경과 비교할 때 주변 노드와의 간섭, 
낮은 역폭,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노드들의 특

성 때문에 한정된 네트워킹 자원을 제공한다. 이는 모

바일 노드가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회가 고, 
송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용한 네트워킹 자원을 사용하여 주기 으로 세그먼

트 송 순서와 경로를 결정[7]해야 한다. 이를 하여 

앙형 스 쥴러가 시스템 체의 노드간 네트워킹 

기회를 악하여 모든 세그먼트 송을 조율하는 기

법에 한 연구가 있었다[8,9]. 하지만 [10]에서의 연구

와 같이 피어 노드간의 역폭 그리고 재생되는 정보

의 종류에 향을 받는 네트워킹 기회 자체가 부족하

다면 세그먼트 송이 지연되어 각 노드의 원활한 

상 정보 재생에 향을 주게 되고, 요청된 세그먼트를 

모두 처리했더라도 미사용된 네트워킹 기회가 많았다

면 시스템 차원에서는 자원 활용도가 떨어진다. 따라

서 보다 나은 세그먼트 송 성능을 해서는 노드간 

네트워킹 기회를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 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향상된 세그먼트 송 성능을 제공

하는 P2P 기반의 술 정보 공유 시스템에 한 연구

의 일환으로 충분하게 네트워킹 기회를 확보함과 동

시에 이를 효율 으로 사용하도록 세그먼트 캐싱 능

력을 갖는 스 치에 기반한 스 쥴링을 제안한다. 제

안된 시스템은 두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특

징은 추가 인 장 자원의 투입, 즉 세그먼트 기반의 

캐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 치(이하 ‘캐싱 스 치’)
에 의한 네트워킹 기회의 증가이다[11～13]. 이를 해 

네트워크상의 일부 스 치들이 제한된 크기의 내부 

장소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둘째 특징은 시간에 따

라 변동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최 로 활용하기 한 

앙형 스 쥴링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스

쥴링  사용되지 않은 네트워킹 기회를 활용해 세

그먼트를 미리 송하여 네트워킹 자원의 활용도를 높

이고, 네트워크 장애로 발생될 수 있는 P2P 시스템 

내의 네트워킹 기회의 낭비를 완화하기 해 피드백-
컨트롤 개념[14,15]을 용하여 설계되었다.

2. 세그먼트 송 성능 향상을 한 근방법

2.1 기존 P2P 기반의 세그먼트 공유 시스템

Fig. 1. Conceptual comparison of time-varying fluctuation 

and consumption of opportunity : original and 

proposed system

  Fig. 1의 구간 1은 기존 시스템에서의 시간에 따른 

네트워킹 기회의 변동을 개념 으로 보여 다. X축의 

시간에 따라 Y축의 선은 모바일 노드들이 요청한 

세그먼트를 수신하기 해 사용가능한, 실선은 실제 

사용된 네트워킹 기회의 양을 나타낸다. 네트워킹 기

회의 양은 노드의 이동성, 주변 노드와의 간섭,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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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그먼트의 일치를 포함하는 노드들의 상태에 의

해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상 정보 재생

을 한 세그먼트 수신을 해서는 최소 이상의 네트

워킹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변 노드의 치나 

간섭 등의 물리  제한의 경우 네트워킹 기회 확보를 

해 추가 인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한 스

쥴링의 비효율성에 의해 확보된 네트워킹 기회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즉, Fig. 1의 entire opp. 
와 consumed opp. 의 차이) 이를 최 한으로 사용하는 

스 쥴링이 필요하다.

2.2 성능 향상을 한 근 방법

  네트워킹 기회의 변동과 세그먼트 송 성능의 

계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장 자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피어 노드로서 캐싱 스 치를 도입하고,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미사용된 네트워킹 

기회를 사용하는 스 쥴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그 

활용도를 증가시킨다. Fig. 1의 구간 2는 제안된 시스

템에서의 체 네트워킹 기회의 변동과 활용 개념을 

보여 다. 스 치의 세그먼트 캐싱의 활성화와 함께 

체 네트워킹 기회의 양이 증가된다. 이때 기존 시스

템에서는 미사용된 네트워킹 기회가 사용되지 않았지

만,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이를 이용해 선택된 세그먼

트를 미리 송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스 쥴링 

결과를 통하여 네트워크 장애상황을 단하여 스 쥴

링 라메터를 동 으로 변경하여 네트워킹 기회의 낭

비를 완화시킨다.

3. 시스템 구조

3.1 시스템 개요

  Fig. 2는 제안되는 시스템의 개요를 보여 다. 앙

형 스 쥴러는 모든 타입의 노드(모바일 노드, 캐싱 

스 치 노드)로부터 수집된 노드 정보와 연결성 지도

를 기반으로 가용한 자원을 최 한 사용하는 에

서 체 세그먼트 송을 스 쥴링 한다. 세그먼트가 

송되는 경로상의 캐싱 스 치들은 자신을 통해 포

워딩되는 세그먼트를 자신의 캐싱 정책에 따라 내부 

장소에 캐싱하고 모바일 노드의 요청시 캐싱된 세

그먼트를 송하게 된다. 모바일 노드들은 스 쥴링에 

따라 자신의 필요한 세그먼트를 주변 노드들로 부터 

기회주의 으로 수신한다.

Fig. 2. Proposed system overview

3.2 인-네트워크 캐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스 치

  캐싱 스 치는 기본 인 네트워크 스 치 노드로 

동작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세그먼트 캐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캐싱 스 치 내부의 패킷 구별기는 들

어온 패킷이 세그먼트를 포함하는지, 스 쥴러의 제어 

메시지 는 기타 패킷인지를 구별한다. 세그먼트의 

경우 자신의 세그먼트 비트맵을 조하여 최신의 세

그먼트를 캐싱하고, 기보유한 세그먼트의 경우 캐싱을 

하지 않는다. 요청된 세그먼트 정보를 담은 제어 메시

지를 수신하게 되면 캐싱된 세그먼트를 요청한 모바

일 노드로 송하게 된다. 제어 메시지에는 세그먼트 

번호  이를 요청한 모바일 노드의 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앙형 스 쥴링을 하여 스 쥴러는 정보 

비트맵으로 구성된 캐싱 스 치의 세그먼트 캐싱 정

보를 주기 으로 업데이트 한다. 캐싱 스 치는 자신

이 재생 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노드간

의 P2P 송과 비교하여 다수의 정보 세그먼트를 보

유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비교  용량의 

장공간과 재생 인 정보 종류에 향을 받지 않는다

는 장 이 있다. 캐싱정책은 일반 으로 빠른 캐싱  

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LRU(Least Recently 
Used)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캐싱 스 치는 이동하

는 모바일 노드와는 다르게 고정된 치에서 지속

인 동작이 가능하다[16]. 따라서 보다 안정되고 지속

인 피어 노드의 역할을 하여 P2P 시스템에서 자주 문

제가 되는 피어 이탈 상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 
Fig. 3은 포워딩 모듈과 세그먼트 캐싱 모듈을 포함하

는 캐싱 스 치의 설계구도를 나타낸다. 포워딩 모듈

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패킷을 수신하고 

패킷의 종류에 따라 포워딩을 결정한다. 캐싱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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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모듈의 패킷을 장소에 캐싱하고 만일 모바

일 노드가 요구하는 패킷과 일치하는 패킷이 캐쉬내

에 있다면 이를 모바일 노드로 포워딩한다.

Fig. 3. Design of the caching-enabled switch

3.3 앙형 스 쥴링 알고리즘

  앙형 스 쥴링은 지휘/통제센터의 스 쥴러가 모

바일 노드로부터 주기 으로 노드 주변에 한 네트

워크 상황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

쥴링 주기마다 노드간의 정보 송수신을 조율하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스 쥴링은 Fig. 4와 같이 두 개

의 첩된 루 로 구성된다. 내부 루 는 주기 으로 

모바일 노드로부터 정보를 수집(A)하고 이 정보를 이

용해 시스템 체의 가용한 네트워킹 자원(노드간 세

그먼트 송수신 기회)를 계산(B)한 뒤 각 모바일 노드

에게 네트워킹 자원을 할당(C)하여 세그먼트를 송수

신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로 미사용된 네트워킹 기

  Fig. 4. Overlapped centralized scheduling loop with 

feedback control concept

회를 사용하여 이후 수요가 상되는 세그먼트를 미

리 송하여 자원 활용을 최 화한다. 외부 루 는 내

부 루 의 스 쥴링 결과를 모니터링(D)하고 이를 기

반으로 각 모바일 노드의 네트워크 장애 상황을 단

한다. 그 후 결과에 따라 내부 루 의 스 쥴링 라

메터를 조 (E)하여 네트워킹 자원의 낭비를 방지한다. 
즉 내부 루 는 모바일 노드간 정보의 송수신을 반복

으로 스 쥴링하며 외부 루 는 내부 루 가 효율

으로 동작하도록 보완하는 구도의 설계이다.

3.3.1 Pre-diffusion Scheduling

  세그먼트를 미리 송하기 앞서 스 쥴러는 미사용

된 자원의 양을 확인하고, 미리 송할 후보 세그먼트

를 선택해야 한다. 스 쥴링 주기의 시작마다 스 쥴

러는 체 사용가능한 네트워킹 기회를 확인한 뒤 세

그먼트 스 쥴링시 네트워킹 기회를 노드간 세그먼트 

송수신에 할당할 때마다 네트워킹 기회 정보를 갱신한

다. 즉, 한 의 노드가 세그먼트 송수신을 하도록 스

쥴링 되면, 스 쥴러는 향을 받게 되는 두 노드를 

심으로 존재하는 네트워킹 기회에 해서 ‘Blocked’
상태로 갱신한다. 모든 요청된 세그먼트에 해 반복

인 스 쥴링을 한 뒤 스 쥴러는 미사용된 네트워

킹 기회에 한 정보를 갖게 된다. 스 쥴러는 미리 

송할 세그먼트를 선택하기 해 노드들이 요청하는 

세그먼트보다 뒤에 치하고, 사용될 확률이 높은 세

그먼트를 계산한다. Fig. 5는 후보 세그먼트를 선택하

는 방법과 알고리즘 의사코드를 나타낸다. 노드들로부

터 요청된 세그먼트들  정보별(Content a,b,...)로 가장 

뒤의 세그먼트 번호 #a, #b,...의 다음 번호부터 후보 

세그먼트로 선택된다[Line: 2-3]. 선택된 다수의 후보 

세그먼트 에서 체 모바일 노드들 내부의 상 정

보 재생을 한 세그먼트 버퍼에 평균 으로 은 수

로 남아있는 상 정보의 세그먼트가 우선순 를 갖게 

된다. 한 다수의 네트워킹 기회가 남는 경우를 비

하여 후보 세그먼트는 정보의 종류별로 a+1, a+2, b+1, 
b+2,...가 선택되고, 이들에 한 정보가 PreDiff_list에 

재되는데 높은 우선순 를 갖는 정보의 세그먼트부

터 번갈아 가며 재된다.(즉, PreDiff_list = a+1, b+1, 
a+2, b+2,...)[Line: 8]. 만일 재 노드로부터 요청된 세

그먼트가 재 PreDiff_list에 재된 가장 낮은 번호를 

갖는 세그먼트보다 높은 번호이면(즉, req_seq[Content]# 
> a+1) 새로운 세그먼트를 기 으로 PreDiff_list를 갱신

한다[Lin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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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lecting candidate segments for pre-diffusion 

and pseudo code

3.3.2 Network-Adaptive Scheduling

  Fig. 6은 외부 루 에서 수행되는 네트워크 장애 모

니터링 방법을 나타낸다. 1번의 모니터링 동작은 최근 

3번의 내부 루 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 내/외부 루

의 스 쥴링 인터벌 계는 순간 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잘못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 체 스 쥴링의 흐

름이 격하게 비효율 으로 변동되는 것을 방지한

다. 네트워크 장애의 단은 모바일 노드가 세그먼트

를 수신했을 때 세그먼트가 정상 으로 송됨의 여

부로 확인한다. 재 모바일 노드로부터 요청된 세그

먼트와 이  스 쥴링 결과를 비교하여 동일한 세그

먼트를 요청했을 경우 이  스 쥴링에서 수행된 

송을 실패로 단한다. 한번의 모니터링 구간(3번의 

내부루 결과)에서 모두 송이 실패한 경우 해당 모

바일 노드 주변에 네트워크 장애가 있음을 단하고 

내부 루  스 쥴링 라메터를 조 하게 된다. 동일

한 방식으로 모든 모바일 노드에 해 라메터를 조

한다. 네트워크 장애가 단된 모바일 노드의 경우 

네트워킹 자원 할당 비율을 낮추고, 발생하지 않는 경

우 다시 정상 인 비율로 네트워킹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원할당 비율은 Table 1과 

같다.

Fig. 6. Diagram of network failure monitoring method

Table 1. Network resource allocation rate

 송수신 실패 횟수 자원 할당 비율(기본:1)

< = 0 1

0 < 3 0.8

3 < 5 0.6

5 < 0.4

  Fig. 7은 조 된 할당 비율에 따른 내부 루 의 동

작 시를 나타낸다. 1～4번까지의 모바일 노드가 정

보를 송수신할 때 1번 노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할

당 비율이 조 된 경우는 1번 노드를 스 쥴링하지 

않고 다른 노드가 네트워킹 자원을 할당 받도록 스

쥴링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완화시킨다. 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그먼트 재 송을 하여 1번 노드에

게 지속 으로 네트워킹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에 지

속 인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Fig. 7. Comparison diagram of inner loop operation 

with adaptation and non-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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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테스트베드 구

  실험 인 결과를 하여 로토타입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성하 다. Fig. 8과 같이 3개의 액세

스포인트(Access Point), 9개의 모바일 노드, 그리고 

상 술 정보를 보유함과 동시에 앙형 스 쥴러 역

할을 하는 서버로 구성된다. 서버는 워크스테이션 의 

노드이며 모바일 노드는 VIA Eden 1.0Ghz CPU, 1GB 
메모리, 기가비트(Gigabit) 네트워크 어 터, 그리고 

MadWiFi[17]으로 동작하는 2개의 IEEE 802.11 Atheros 
무선 네트워크 어 터의 사양을 갖는다. 캐싱 스 치를 

구 하기 해 소 트웨어 인 로그래 을 이용해 

스 치 기능을 구 할 수 있는 Click[18]을 사용하 고, 
400MB 크기의 내부 메모리 공간을 세그먼트 캐싱을 

해 할당하 다. 스 쥴러와 상 술 정보를 보유

한 서버는 하나의 노드에서 동작하는 어 리 이션으

로 구 하 으며, 각 모바일 노드는 수신한 세그먼트

를 상 정보로 재조합하여 VLC(Video Lan Client)[19] 
어 리 이션으로 달하여 재생하도록 구 하 다.

Fig. 8. An indoor wireless testbed for proposed system

4.2 실험 결과

  향상된 세그먼트 송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연속

된 실험을 무선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상에서 진행하

고 제안된 방법의 용 유무에 따라 세그먼트 미스 비

율, 네트워크 자원 활용도, 상 정보 재생의 지속성, 
그리고, 공유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 다. 
각 항목은 10번의 반복된 실험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다. 제안된 시스템이 용된 경우 ‘Proposed Sys.’ 그리

고 기존 시스템의 경우 ‘Original Sys.’로 표기 하 다.

4.2.1 Segment Missing Ratio

  증가된 네트워킹 기회를 확인하기 하여 세그먼트 

미스 비율을 측정하 다. 세그먼트 미스 비율은 모바

일 노드가 주변의 피어 노드로부터 세그먼트 수신에 

실패한 횟수를 체 세그먼트 수신 횟수로 나 어 계

산되었다. 높은 세그먼트 미스 비율은 각 모바일 노드

를 한 네트워킹 자원의 양의 부족을 의미한다. Fig. 
9는 6 의 모바일 노드가 동일한 술 상 정보를 

재생할 때 그  하나의 모바일 노드의 세그먼트 미

스 비율을 나타낸다. 제안된 시스템이 용되었을 때 

더 낮은 세그먼트 미스 비율을 보인다. 기존의 시스템

의 경우 20% 이상의 비율을 보인것과 달리 제안된 

시스템은 10% 미만의 비율을 보여 다. 모바일 노드

의 수의 변화에 따른 세그먼트 미스율의 변화는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9. The segment missing ratio of proposed sys. 

against original sys. with 6 mobile nodes

4.2.2 Opportunity Usage

  제안된 시스템이 네트워킹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는지 확인하기 하여 체 네트워킹 기회  어느

정도의 네트워킹 기회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를 측정

하 다. 6 의 모바일 노드가 동일한 상 술 정보

를 재생 인 경우 스 쥴러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정보를 확인하 다. Fig. 10은 캐싱 스 치만 용된 

경우 기존의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제안된 스 쥴링을 용한 경우 최  거의 두배

에 가까운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동되는 

네트워킹 기회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스 쥴링이 이

를 고려하는 것에 한 요성을 나타낸다. Fig.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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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모바일 노드 수의 변화에 따른 자원 활용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네트워크 응 인 

스 쥴링 즉, 스 쥴링 알고리즘의 외부루  용에 

따른 네트워킹 기회 자원의 활용도를 나타내는데 네

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는 900～1800 스 쥴링 주기 구

간에서 제안된 스 쥴링이 용된 경우 최  10% 향

상된 자원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0. The opportunity usage of proposed sys. against 

original sys. with 6 mobile nodes

Fig. 11. The opportunity wasting ratio of proposed sys. 

against original sys

4.2.3 Playout Continuity Index(PCI)

  실제 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확장성을 확인하기 

해 PCI 지수를 측정하 다. PCI 는 모바일 노드의 

상 정보 재생의 지속성을 나타내며 식 (1)과 같이 정

의된다.

  


 (1)

Tpause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상의 총 정지시간 그리

고 Tplayout은 총 상의 재생시간이다. 높은 PCI 값은 

짧은 정지시간을 나타내며 재생 지속성이 좋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상 정보 재생을 해서는 

0.95 이상의 값이 허용할 수 있는 값이다[1]. Fig. 13은 

모바일 노드 수의 증가에 따른 PCI 값을 나타낸다. 기
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제안된 시스템은 동시에 보

다 많은 수의 모바일 노드를 0.95 이상의 PCI 값을 유

지하면서 상 술 정보 공유를 지원할 수 있다.

Fig. 12. Comparison of the opportunity usage and the 

segment missing ratio with varying number of 

mobile nodes

Fig. 13. PCI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varying 

number of mobile nodes. 0.95 is regarded as 

an acceptable targe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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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Distribution Time

  제안된 시스템이 제공하는 상 술 정보 송 성

능 평가를 하여, 동시에 정보를 시청하는 모바일 노

드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노드들이 재생하는 상 정

보의 체 세그먼트를 수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

정하 다. Fig. 14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경우 기존시

스템에 비해 최  50 , 평균 20  가량 단축된 송

시간을 보인다. 모바일 노드가 1 인 경우에는 세그먼

트를 수신하는 노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재 송의 경

우를 제외하고 캐싱된 세그먼트를 송하지 않아 캐

싱 스 치에 의한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 

Fig. 15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응 인 스 쥴링의 

 Fig. 14. Distribution time comparison with varying the 

number of mobile nodes

 Fig. 15. Distribution time comparison with varting the 

number of mobile nodes

용 유/무에 따라 각 모바일 노드가 세그먼트 수신을 

완료하는데 걸린 시간이 최  20  이상 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제안된 시스템은 동일한 

시간내에 더 많은 모바일 노드를 지원하여 기존 시스

템에 비해 향상된 세그먼트 송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노드간의 술 상 정보 공

유를 한 향상된 P2P 기반의 술 정보 공유 성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캐싱 스

치의 도입과 이에 기반한 향상된 스 쥴링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캐싱 스 치를 통해 기존

의 시스템에 비해 세그먼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네트

워킹 기회를 증가시키고, 향상된 스 쥴링을 통해 확

보한 네트워킹 기회를 최 한 활용하기 해 미사용

된 네트워킹 기회 자원을 이용한다. 한 피드백 컨트

롤 개념을 용하여 네트워크 장애상황에서 자원의 

낭비를 완화시킨다. 테스트베드상의 실험을 통하여 제

안된 시스템이 제공하는 낮아진 세그먼트 미스 비율

과 높아진 자원 활용도를 확인하 고, 결과 으로 

체 정보 공유 시간을 단축시켜 더 많은 모바일 노드

들을 지원할 수 있음을 검증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바일 노드간의 술 정보 공유가 요시 되는 

NCW 상황에서 시스템 구조  지휘/통제 알고리즘에 

용되어 보다 효율 인 술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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