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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1] 기반의 AP Controller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무선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

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망 리자는 

지역 으로 분리된 기업, 기 들의 무선 네트워크를 

계층 으로 통합 리할 수 있다. 기업, 기 들의 본

사, 앙에 AP Controller Manager를 두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AP, AC들을 계층 으로 통합 리할 

수 있고, 자동으로 AC를 생성하여 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무선 네트워

크 통합 리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  동

작 로토콜을 설명한다.

Key Words : Access Point, Access Point Controller,

AP Controller Manager, Cloud, Virtual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type of 

integrated wireless control system using a cloud 

-based AP Controller. With this system, network 

administrator can control wireless network in head 

office and branch hierarchically. In head office, they 

have an AP Controller Manager, it can control all 

Access Points, Access point Controllers in their 

networks. In addition, if we need to install new 

Access point Controller becaus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Access Point, the process of making 

virtual Access point Controller can be automated. 

This paper presents an architecture of the integrated 

wireless control system, as well as describes its 

components and protocols.

Ⅰ. 서  론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지속 으로 발 되어 왔고, 

스마트폰 공 의 증가로 무선 랜 장비의 수요 한 증

가하고 있으며, 통합 인 무선 랜 망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기 들은 본사와 

지사를 두어 운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운 하는 지

역별로 다수의 Access Point(AP)와 AP들을 통합 제

어/ 리하는 AP Controller(AC)[2] 등으로 무선 네트

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AC를 가상화하여 운 하고 이 가상화된 

AC들을 앙에서 통합 제어/ 리할 수 있는 AP 

Controller Manager(ACM)을 둔 무선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AP 수요의 

증감에 따라 새로운 AC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기존의 AC 설치 시, 망 리

자가 직  물리 으로 설치를 해야 했고 새로 설치한 

AC의 정보를 AP에 설정해야만 AP를 제어/ 리할 수 

있었던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ACM

과 Cloud Stack과 연동하여 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

Ⅱ. 제안하는 아키텍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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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무선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템 아키텍
처 구성도
Fig. 1. The Integrated Wireless Control System Architecture 
Diagram

Controller를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템

은 앙 통합 제어/ 리를 한 ACM, AP들을 리

하는 가상화된 AC, 가상화 환경을 한 클라우드 환

경, 단말 속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AP로 구

성된다. 아키텍처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2.1 ACM
ACM은 hierarchical한 구조에서 가장 상 에 존재

하며, 네트워크의 AP, AC 리스트 등 모든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모니터링하고 통합 제어 리한다. 요청받

은 AP의 ip정보를 보고 AC를 체크한 후 해당 AC의 

ip정보를 AP로 보낸다.

2.2 AC
AC는 기존의 물리 인 AC의 기능 인 부분을 소

트웨어로 구 하여 하이퍼바이 에 VM을 생성 후 

가상화하여 구동한다. Virtual AC에서 리할 수 있

는 AP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기 Virtual AC 설정

에서 리할 AP의 수를 설정할 수 있다.

2.3 AP
단말들이 속할 수 있는 무선 랜 기기로 ACM의 

리에 의해 속 가능한 AC와 연동되어 리된다. 

처음 AP 설정에는 AP의 ip address와 ACM의 ip 

address 등의 정보를 장해둔다. 로토콜 동작 후 

리 가능한 AC의 ip address 정보를 받아 재설정한

다. AC는 CAPWAP을 기반으로 추가 개발된 로토

콜로 AP와 동작  검증하며 이외의 AP와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

2.4 Cloud Stack
AC, ACM을 가상화하고 리하기 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AC, ACM등의 설치를 해 생성한 VM들

을 쉽게 생성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가

용성이 좋다.

Ⅲ. 동작 로토콜

제안하는 아키텍처의 동작 로토콜은 크게 두 가

지로 나  수 있다. AP가 추가로 필요하여 새로 설치

를 하고 AC 리 리스트에 등록해야하는 경우와 더 

이상 AP를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AP들을 제거하는 

경우이다.

3.1 AP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AP가 필요한 경우, AP는 ACM에 속 요청

을 한다. ACM은 리하고 있는 AC 리스트를 확인하

고 속 요청한 AP에게 확인 결과를 보낸다. 재 설

치된 AC가 AP를 리할 수 있는 경우(Case 1)와 리

할 수 없어 새로 AC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Case 2)로 

나  수 있다. 동작 로토콜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 로토콜 (AP를 추가하는 경우)
Fig. 2. The Protocol (Adding more AP)

3.1.1 Case 1

(1) 새로운 AP는 ACM에게 Access Request 메시

지를 보낸다. 

(2) ACM은 리하고 있는 AC 리스트를 확인한다.

(3) AP를 리할 수 있는 AC가 존재한다면 해당 

AC에 Access Request를 보낸다.

(4) Access Request를 받은 AC는 응답으로 ACM

에 Access Response를 보낸다.

(5) ACM은 해당 응답을 처음 근 요청한 AP에 

AP가 요청해야 할 AC의 ip address 등의 정보

를 담아 Access Response를 보낸다.

(6) 근 가능한 AC의 정보를 가진 AP는 해당 AC

에 새로운 Access Request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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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ccess Request를 받은 AC는 AP에게 Access 

Response를 보내고 해당 AP를 리한다. 

3.1.2 Case 2

(1) 새로운 AP는 ACM에게 Access Request 메시

지를 보낸다.

(2) ACM은 리하고 있는 AC 리스트를 확인한다.

(3) AC에서 리하고 있는 AP가 제한된 수를 넘었

거나 AP를 리할 수 있는 AC가 존재하지 않

는다면 새로운 VM을 생성하고 AC를 설치하기 

해 Cloud Stack에 Create AC Request를 보

낸다.

(4) Cloud Stack에서 AC2를 생성한다. AC를 생성

하기 해 기존에 장해 두고 있는 AC 템 릿

을 사용한다. 

(5) AC2가 생성된 후 ACM에게 AC2의 정보를 담

은 Create AC Response를 보낸다.

(6) ACM은 응답으로 받은 AC2의 정보를 처음 근 

요청했던 AP에게 Access Response를 보낸다.

(7) AP는 ACM으로부터 달받은 AC2의 정보를 

이용하여 AC2로 근을 해 AC2에게 Access 

Request를 보낸다.

(8) AC2는 AP에게 Access Response를 보내고 해

당 AP를 리한다. 

3.2 AP를 제거하는 경우

더 이상 AP를 사용하지 않아 자원 낭비라 단하

고 제거해야 할 경우, 남아있는 AP 수에 따라 AC를 

계속 운 해야할 경우(Case 3)와 AC를 기해야할 

경우(Case 4)로 나 수 있다. 동작 로토콜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 로토콜 (AP를 제거하는 경우)
Fig. 3. The Protocol (Removing AP)

3.2.1 Case 3

(1)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AP를 제거한다.

(2) 해당 AP를 리하고 있던 AC는 자동으로 자신

의 AP 리스트를 수정하고 ACM에게 list 

Modify Request를 보낸다.

(3) ACM은 리하고 있는 AC, AP 리스트를 수정

한다.

(4) ACM은 요청에 한 응답으로 AP list Modify 

Request를 AC에게 보낸다. 해당 AC는 계속해서 

리해야 할 AP가 있으므로 기하지 않는다.

3.2.2 Case 4

(1)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AP를 제거한다.

(2) 해당 AP를 리하고 있던 AC는 자동으로 자신

의 AP 리스트를 수정하고 ACM에게 list 

Modify Request를 보낸다.

(3) ACM은 리하고 있는 AC, AP 리스트를 수정

한다.

(4) 해당 AC에서 계속 리해야 할 AP가 없으므로 

ACM은 Cloud Stack에 사용하지 않을 AC를 

기하기 해 AC Destroy Request를 보낸다.

(5) Cloud Stack은 해당 AC를 기한다.

(6) Cloud Stack은 AC 응답으로 ACM에게 AC  

Destroy Response를 보낸다.

(7) Cloud Stack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ACM은 

리하고 있는 AC, AP 리스트를 수정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AP Controller를 

이용한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 통합 리 시스템을 제

안하 다. ACM이라는 통합 리 시스템을 두어 AC

와 AP를 계층 으로 통합 제어, 리할 수 있다. 기존

의 망 리자의 리없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ACM의 리에 의해 AP의 수요 증감에 따라 AC를 

자동 으로 설치하고 제거함으로써 시간 , 물리  자

원의 낭비 없이 동 인 리가 가능하여 가용성과 확

장성을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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