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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및 평가를 위해 SDN 무선 테스트베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dge Computing 환경은 수 많은 노드를 연결해 테스트해야 하며, 따라서 무선 테스트베드가 적합하다. Edge Computing 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네트워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확하고 확장 가능한 테스트베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네트

워크 연구를 위해 대규모 테스트 베드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Raspberry-Pi를 이용해 Wireless SDN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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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Edge Computing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네트워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확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1]. 대규모 네트워크 연구를 위해 대규모

의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지만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연결해 테스트하

는 것은 대규모 네트워크로 확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테스트베드 

기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다양한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깊게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결과를 재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 관한 

관련 툴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Raspberry-Pi를 이용해 테스트베드를 

구현한 내용을 설명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기존의 테스트베드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였다.

1.1 NS-2

NS(Network Simulator)-2[2,4]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1989년경부터 REAL network simulator의 세부연구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높으며, 

온라인 문서도 풍부하다. 또한 라우팅 및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관련 

시뮬레이션에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무선/유선 양쪽 다 지원한

다. 언어는 C++이며, 인터페이스는 OTcl 언어를 지원한다. 

1.2 NS-3

NS-3[3]는 NS-2에 이어 새롭게 개발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이다. 

2006년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discrete-event 기반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이며 주로 연구 및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NS-3는 

FreeBSD와 Linux, SunOS, Solaris, Windows 플랫폼을 지원하며 

C++로 작성된다. 특이하게도 NS-2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며, NS-2의 

문제점인 구조가 복잡한 문제, 계층구조를 단순하게만 지원하는 문제, 

한 노드가 한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을 지원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NS-3 이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134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는 SDN 환경에서 Raspberry-Pi를 이용해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무선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고자한다. 

먼저 SDN Controller를 Raspberry-Pi에 연결한 뒤, Raspberry-Pi

에는 Wi-Fi 동글을 설치해 준다. 그리고 Raspberry-Pi에 

OpenvSwitch를 설치하고 Host와 무선으로 연결을 하면 Controller

에서 무선으로 연결된 Host가 표시된다.

SDN Controller는 OpenDaylight를 사용한다. OpenDaylight는 

2013년 Linux 재단을 중심으로 설립해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 OpenFlow 모듈 기반의 간단한 구조를 

생성하였다. 구조는 아래의 그림2와 같다.

Fig. 1. OpenFlow 모듈

구조는 3개의 컨트롤러, 7개의 OpenFlow 스위치와 8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스위치마다 한 개는 유선, 한 개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구성된 테스트베드를 이용해 연구하고 있는 Edge 

Computing 알고리즘인 SDN Controller의 Load balancing, 

Synchronization 등 여러 알고리즘을 테스트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 및 분석을 할 예정이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Edge Computing 연구에 필요한 SDN 무선 테스트

베드를 구성하였다. 유선 테스트베드를 구성하는 것보다 선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좀 더 편하게 네트워크 성능평가 및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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