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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QoS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QoS 특성들 중에서 능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가용 대역폭

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통신망이 QoS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용 대역폭

은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하나

의 서비스에 대한 측정만을 수행하였다. 이는 측정이 단순하고 부하는 적으나, 각 서
비스 등급에 따른 대역폭을 동시에 측정하지는 않았다. 만약 등급별로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다면, 사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등급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자는 등급별 대역폭 할당과 큐 관리에 이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가용 대역폭은 용량과 달리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QoS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동시에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NS-2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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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VoIP(Voice over IP), EoD(Education on 

Demand), VoD(Video on Demand), 화상 회의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필요한 대역폭이 제
공되지 못할 경우 지연이나 지연 변이 발생으

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 그러나 사
용자가 통신망에서 QoS를 제공받는다면 지연

이나 지연 변이에 민감한 응용을 원활하게 사
용할 수 있다[1, 2]. 

QoS를 제공하는 통신망에서는 사용자의 등

급에 따라 다른 용량의 대역폭이 할당될 수 있
다. 이와 같은 경우,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
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통신망에서 다양한 등급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응용이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응용의 요구사항과 
서비스 망의 상태를 측정 및 비교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통신망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용 대역폭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
용 대역폭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BE(Best Effort) 서비스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PTR(Packet Transmission Rate) 
기법[3, 4]을 확장하여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동
시에 측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3장에

서는 제안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메커니즘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 시스

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고 향후 
보완점과 연구 과제를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링크의 종류와 대역폭에 관하여 설명한

다. 그리고 가용 대역폭 측정 기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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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링크와 대역폭에 대한 정의 
그림 1에서는 병목 링크(bottleneck link)와 타

이트 링크(tight link)를 보여주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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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역폭의 정의 

 
경로에서 용량(capacity)이 가장 작은 링크를 

병목 링크라고 한다. 이때, 용량이란 링크에 패
킷이 전송되지 않을 때 최대 사용 가능한 대역

폭을 나타낸다. 또한, 용량은 장비의 교체가 없
는 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로에서 가용 
대역폭이 가장 작은 링크를 타이트 링크라고 
한다. 이때, 가용 대역폭은 용량에서 백그라운

드 트래픽을 차감한 잔여 대역폭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용 대역폭은 백그라운드 트래픽에 따
라 가변적인 성격을 지닌다[6, 7]. 그림 1에서 a
는 가용 대역폭을 나타내며, b는 백그라운드 트
래픽을 나타낸다. 경로의 용량은 아래의 식 (1)
로 표현한다. 

 

1, ....,  
min { }ii H

C
=

= C       (1) 

 
식 (1)에서 i는 경로에 설치된 링크를 나타낸

다. 그리고 H까지의 링크 중에서 가장 작은 Ci

가 경로의 용량이 된다. 즉, 종단 간의 경로에

서 가장 작은 링크의 용량이 그 경로의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8, 9]. 경로의 가용 대역폭은 아
래의 식 (2)로 표현된다. 

 

1, ...,  
min { (1 )}i ii H

A C u
=

= −      (2) 

 
식 (2)에서 Ci는 경로에 있는 링크들의 용량

을 나타낸다. 그리고 ui는 경로에 전송 중인 백
그라운드 트래픽의 비율을 나타낸다. 경로의 
가용 대역폭이란 각 링크의 Ci에서 백그라운드 
트래픽의 비율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차감한 대
역폭이다. 이와 같이, 타이트 링크의 가용 대역

폭이 경로 상의 가용 대역폭이 된다. 
 

2.2 능동적 측정 기법의 이해 
능동적 측정 기법은 수동적 측정 기법에 비

하여 측정 도구를 구현하기 쉽고, 통신망에서 

관리자 권한이 없어도 지연, 지연 변이, 손실, 
가용 대역폭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 능동적 측정 기법

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

도 진행 중이다. 
능동적 측정 기법은 크게 PGM(Packet Gap 

Measurement)이라고 하는 방식과 PRM(Packet 
Rate Measurement)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10]. PGM과 PRM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두고 측정용 패킷

을 주고받는다. PGM은 패킷 간격의 변화량을 
보고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다. PRM은 측정용 
패킷의 지연 유무를 이용하며, 높은 대역폭에

서 감소시키는 방법과 낮은 대역폭에서 증가시

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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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환점의 하향 검색 

 
그림 2는 높은 대역폭에서 감소하면서 전환

점을 찾는 하향 검색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2
에서는 전송한 패킷의 대역폭이 가용 대역폭보

다 클 경우 전송 지연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
송한 패킷의 대역폭이 가용 대역폭 이하일 경
우 전송한 패킷은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다. 이때,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전환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환점에서의 대역

폭을 가용 대역폭이라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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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환점의 상향 검색 

 
그림 3은 낮은 대역폭에서 증가하면서 전환

점을 찾는 상향 검색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3
은 통신망에서 전송한 패킷의 대역폭이 가용 
대역폭 이하일 경우 전송 지연 현상이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전송한 패킷의 대역폭이 가
용 대역폭을 벗어난다면 전송 지연 현상이 발
생한다. 이때,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을 전
환점이라고 하며, 이 지점의 대역폭을 가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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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이라고 추정한다. 
 

3. 제안 시스템과 동작 메커니즘 
 
본 장에서는 제안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메

커니즘에 관하여 설명한다. 
 

3.1 제안 사항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TR 기법에서 사용하

는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다. 즉, 기존 PTR 기법에 여러 등급의 
패킷을 동시에 전송하는 부분과 전환점 위치 
추정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본 기법을 
SM_Q_PTR(Simultaneous Measurement for QoS 
PTR)이라고 명명하였다. 기존의 PTR에서는 등
급별로 패킷을 구성하여 전송하지 않는다. 그
리고 단순히 측정용 패킷을 높은 대역폭에서 
감소하면서 전환점을 검색한다. 그러나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등급별로 전환점 위치를 추정

한 후 측정용 패킷의 대역폭을 증가 또는 감소

한다. 그림 4는 기존의 PTR과 SM_Q_PTR의 전
환점 검색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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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TR과 SM_Q_PTR의 전환점 검색 

 
그림 4의 왼쪽은 기존 PTR 기법의 전환점 

검색 방법을 나타내며, 오른쪽은 SM_Q_PTR 
기법의 전환점 검색 방법을 나타낸다. 기존의 
PTR 기법은 하향 검색으로 전환점을 찾는다. 
하향 검색은 가용 대역폭이 얼마인지 알 수 없
는 상태이므로 높은 대역폭에서부터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등급을 측정할 경우 모든 
등급이 높은 대역폭에서 시작하므로 많은 패킷

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여러 등급의 가용 대역폭을 측정할 경우 하
향 검색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즉, 일정 대역폭

으로 각 등급별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 후 전환

점의 위치를 추정한다. 전환점의 위치 추정에 
따라 상향 검색 또는 하향 검색을 한다. 

 
3.2 제안 시스템의 구조 

본 시스템에서 종단 간에 시간 동기화를 하
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종단 간에 시간 
동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하가 발생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동기를 맞추기 어
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PTR 기법처럼 전송시 패킷 간격의 평
균과 도착시 패킷 간격의 평균을 비교하여 동
일한 지점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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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 시스템의 구조 

 
그림 5와 같이 제안 시스템은 서버와 클라이

언트로 구성된다. 서버에서는 Scheduler에 설정

된 시간 단위로 등급별 패킷을 생성한다. 그리

고 서버에 있는 Sender는 Scheduler에 의해 생
성된 패킷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한다. 클라이언

트에서 Classifier는 수신되는 패킷을 등급별로 
분류한다. Estimator는 분류된 각 등급의 패킷 
트레인 길이를 검사하여 전환점 도달 여부를 
판단한다. 전환점에 도달한 등급이 있을 경우

에 가용 대역폭을 계산한다. 그리고 Controller
에게 해당 등급의 측정 완료를 알려준다. 그러

면 Controller는 서버 쪽으로 계산된 등급의 패
킷 전송 중지 요청 신호를 보낸다. 이때, 서버

는 중지 요청을 받은 등급에 대하여 더 이상 
패킷을 전송하지 않는다. 그리고 패킷 손실이 
발생한 패킷 간격도 측정에 사용한다. 

 
3.3 측정시 사용되는 패킷의 구조 

실험을 위하여 IP 패킷을 사용하였으며, IP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에 측정용 패킷 헤더에 
해당하는 Packet_num과 Send_time을 정의하고 
추가하였다. 

 
IPHeader Packet_num Send_time PaddingIPHeader Packet_num Send_time Padding

 
그림 6. 측정 패킷의 구조 

 
그림 6은 서버에서 전송하는 패킷의 구조를 

나타낸다.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받은 
패킷 간격으로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다. 패킷

의 등급은 IP 헤더의 TOS(Type of Service) 필드

에 설정된다. QoS를 제공하는 통신망은 패킷의 
IP 헤더에 설정된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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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에서는 패킷의 
IP 헤더에 설정된 등급에 따라 패킷을 분류한

다. 클라이언트는 등급별로 분류된 패킷 간격

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전환점 도달 여부를 판
단한다. 그리고 측정용 패킷 헤더에 전송 시간

과 패킷 번호를 삽입한다. Packet_num은 서버에

서 전송한 패킷이 클라이언트에 도착하였을 경
우, 패킷들에 대한 재정렬이 발생하였는지 검
사할 때 사용된다. 재정렬이 일어난 패킷들은 
측정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Packet_num은 각 
등급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다. Send_time은 
패킷 트레인을 전송할 때 패킷들의 전송 주기

가 맞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Padding은 요청 패킷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임의의 데이터로 채워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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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측정 요청 패킷의 구조 

 
그림 7은 클라이언트에서 전송하는 패킷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과 같이 측정 요
청 패킷의 구조는 등급별 Req_stop, Probe_num, 
Packet_size, 등급별 Current_gap, 그리고 등급별 
Gap_step으로 구성된다. 이때, Req_stop은 전환

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전환점 검색 완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Probe_num은 각 등급의 총 패킷 수를 나타낸다. 
Packet_size는 측정에 사용되는 패킷의 크기를 
나타낸다. Current_gap은 측정용 패킷을 전송할 
때 패킷 간격을 나타낸다. 즉, 서버에서 전송하

는 패킷 트레인 속의 패킷 간격을 나타낸다. 
만약 패킷 트레인 속의 패킷 간격이 감소하면, 
전송하는 패킷의 대역폭은 증가한다. 이와 달
리, 패킷 간격이 증가할 경우에 대역폭은 오히

려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Gap_step은 전송 패
킷 트레인의 대역폭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3.4 SM_Q_PTR의 동작 메커니즘 

그림 8은 SM_Q_PTR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패킷 트레인을 전송할 때 
Probe_num, Packet_interval, 그리고 Current_gap
은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설정된다. 이때, 
Avr_src_gap은 패킷 트레인을 전송할 때의 패킷 
간격인 Current_gap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Avr_dst_gap은 클라이언트에 도착한 패킷 간격

들의 평균을 나타내며, Get_avr_dst_gap() 모듈에

서 계산된다. 이때, 패킷 간격의 평균을 이용하

는 이유는 버스트 트래픽의 영향으로 인한 오
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즉, 백그라운드 트래

픽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다수의 
패킷 간격들의 평균을 사용한다. 

 
while (All_levels_computed == TRUE) { 
    //전송시 등급별로 평균 패킷 간격을 설정 
    Avr_src_gap = Current_gap; 
     
    //도착한 평균 패킷 간격 값을 얻어옴 
    Avr_dst_gap = Get_avr_dst_gap(); 
     
    //초기화 
    if (Probing_count == 0) { 
        //패킷의 크기 지정 
        Packet_size = User_defined_size; 
     
        //등급별 패킷 수 지정 
        Probe_num = User_defined_number; 
         
        //등급별로 패킷 간격을 지정 
        Current_gap = User_defined_interval; 
    } 
    else if (Probing_count == 1) { 
        초기화 모듈을 호출; 
    } 
     
    //각 등급별로 전환점 위치 검색 
    if (Probing_count == 2) { 
        전환점 위치 추정 모듈을 호출; 
    } 
     
    //각 등급별로 전환점 검색 
    if (Probing_count > 2) { 
        전환점 검색 모듈을 호출; 
    } 
     
    //패킷 트레인 전송 수 증가 
    Probing_count++; 
     
    //패킷 전송 모듈 
    Send_probing_packet(Packet_num, Packet_size, 

Current_gap, Gap_step); 
} 

그림 8. SM_Q_PTR 알고리즘 
 
그리고 SM_Q_PTR 알고리즘은 초기화, 전환

점 위치 추정, 전환점 검색, 가용 대역폭 계산 
단계로 나누어진다. 초기화 단계에서는 여러 
등급의 패킷들로 구성된 초기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 후 각 등급별로 Current_gap과 Gap_step
을 계산한다. 그리고 각 등급별로 전환점 위치

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등급별로 계산한 
Current_gap으로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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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패킷들의 지연 발생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전환점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전환점 검색 
단계에서는 전환점 위치 추정 단계에서 각 등
급별로 추정한 전환점의 위치에 따라 패킷 간
격을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용 
대역폭 계산 단계에서는 전환점에 도달한 등급

에 대하여 가용 대역폭을 계산한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3.4.1 초기화 

초기화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 쪽으로 
측정 요청을 한다. 서버는 요청에 따라 매우 
작은 패킷 간격으로 클라이언트로 여러 등급의 
패킷들로 구성된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다. 

 

high

medium

low

high

medium

low  
그림 9. 초기 패킷 트레인의 구조 

 
그림 9는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초기 패킷 

트레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9와 같이 초기 
패킷 트레인은 등급별로 할당된 대역폭이 얼마

인지 알 수 없으므로 동일한 간격으로 전송된

다. 그리고 여러 등급의 패킷들은 하나의 패킷 
트레인으로 구성된다. 

 
//각 등급의 Delay_num을 계산 
Delay_num = Delay_num(); 
 
//각 등급의 Current_gap을 설정 
Current_gap = Delay_num; 
       
//각 등급의 Gap_step을 계산 
Gap_step = Delay_num / 8; 

그림 10. SM_Q_PTR 알고리즘의 초기화 
 
그림 10은 시스템을 초기화하기 위한 모듈을 

나타낸다. 그림 10의 Delay_num()은 도착한 패
킷들에 대하여 각 등급별로 최소 패킷 간격 값
과 최대 패킷 간격 값을 더한 후 2로 나눈 값
을 구하는 모듈이며, 이 값은 해당 등급의 
Delay_num으로 설정된다. 등급별 Delay_num은 
등급별 Current_gap과 등급별 Gap_step을 구하

는데 사용된다. 초기화 단계에서 각 등급별로 
계산된 Delay_num을 해당 등급의 Current_gap
으로 설정하고, Gap_step은 Delay_num의 1/8로 
설정된다. 이때, 큰 값으로 Gap_step을 설정한

다면, 너무 큰 폭으로 대역폭이 변하여 전환점

을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매우 작은 값으로 
Gap_step을 설정한다면 전환점에 도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PTR과 같이 1/8로 설정하였다 
 

3.4.2 전환점 위치 추정 
전환점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초기화에서 설

정한 각 등급의 Current_gap으로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다. 

 
//전환점 위치 추정 모듈 
if (ABS(Avr_dst_gap - Avr_src_gap) < Delta) { 

Packet_gap_decrease = TRUE; 
} 
else { 

Packet_gap_increase = TRUE; 
} 

그림 11. 전환점의 위치 
 
그림 11은 초기화 모듈에서 계산한 각 등급

의 Current_gap으로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 후에 
전환점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모듈이다. 그
림 11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는 각각의 등급별

로 Avr_dst_gap에서 Avr_src_gap을 차감한 값이 
오차 허용 범위(Delta)를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본 논문에서의 오차 허용 범위는 PTR 기법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4]에 언급

되어 있다.) 오차 허용 범위를 만족하는 등급의 
경우에는 전송한 패킷의 대역폭보다 가용 대역

폭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Packet_gap_decrease
를 TRUE로 설정한다. 이와 반대로, 오차 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전송한 패킷의 대
역폭보다 가용 대역폭이 더 작다고 판단하며, 
Packet_gap_increase를 TRUE로 설정한다. 본 단
계에서 모든 등급에 대하여 전환점 위치 추정

이 이루어진다. 단, 전환점의 위치 추정은 두 
번째 패킷 트레인을 전송한 후에 단 한번만 실
행된다. 

 
3.4.3 전환점 검색 

전환점의 위치를 추정한 후에는 QoS 등급별

로 전환점을 검색한다. 전환점 위치 추정 단계

에서 Packet_gap_increase가 TRUE로 설정되었다

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서버가 패킷 트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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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할 때 해당 등급의 패킷 간격을 Gap_step
만큼 증가시키면서 패킷을 전송할 것이다. 패
킷 간격이 증가하면 시간당 처리되는 패킷의 
수가 줄어들므로, 측정용 패킷 트레인의 대역

폭은 감소하게 된다. 감소한 패킷 트레인의 대
역폭이 가용 대역폭과 같아질 경우, 서버에서 
전송한 패킷 트레인의 길이와 도착한 패킷 트
레인의 길이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를 만족

하게 된다. 이때, 가용 대역폭 계산 모듈을 호
출하게 된다. 

 
//전환점 검색 모듈: 
if (Packet_gap_increase == TRUE) { 

//등급별 패킷 간격을 증가함 
    Current_gap += Gap_step; 
    Avr_src_gap = Current_gap; 
    Avr_dst_gap = Get_avr_dst_gap(); 

//전환점에 도달하였는지를 검사함 
    if ((Avr_dst_gap - Avr_src_gap) < Delta) { 

가용 대역폭 계산 모듈을 호출; 
        //계산된 등급은 측정을 중단함 
        Stop(); 

} 
} 
else { 
    //등급별 패킷 간격을 감소함 
    Current_gap -= Gap_step; 
    Avr_src_gap = Current_gap; 
    Avr_dst_gap = Get_avr_dst_gap(); 
    //전환점에 도달하였는지 검사함 
    if ((Avr_dst_gap - Avr_src_gap) > Delta) { 
        가용 대역폭 계산 모듈을 호출; 
        //계산된 등급은 측정을 중단함 
        Stop(); 
    } 
     

Send_probing_packets(Probing_num, 
Packet_size, Current_gap); 

} 

그림 12. 전환점의 검색 
 
그림 12는 전환점 검색 모듈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12에서 전환점의 위치가 상위에 있을 
경우에 전송 패킷의 대역폭은 증가시킨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환점 위치 추정 단계

에서 Packet_gap_decrease가 TRUE 값으로 설정

되었을 경우, 서버는 패킷 간격을 Gap_step만큼 
증가시키면서 전환점을 검색한다. 만약 전환점

을 찾았을 경우, 가용 대역폭 계산 모듈을 호
출하여 해당 등급의 가용 대역폭을 계산한다. 

 
3.4.4 가용 대역폭 계산 

클라이언트는 전환점에 도달한 등급에 대하

여 기존 PTR 기법에서 사용하는 수식을 이용

하여 가용 대역폭을 계산한다. 식 (3)은 가용 
대역폭 계산 모듈에서 동작하는 계산식을 나타

낸다. 이는 전송한 데이터의 크기를 각 등급의 
Dst_gap_sum으로 나누는 것이다. Packet_size는 
모든 등급이 동일하며,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_ 8 ( _ 1)

 = 
_ _

Packet size Probe num
PTR

Dst gap sum

× × −
   (3) 

 
식 (3)에서 8이라는 값은 Packet_size 단위가 

byte이므로 bps로 변환하기 위하여 곱하는 수이

다. Probe_num은 트레인 당 전송하는 패킷들의 
수를 나타낸다. 마지막 패킷은 비교 대상이 없
으므로 전체 패킷 수에서 1을 빼준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NS-2[11]를 사

용하였다. NS-2는 U.C. Berkeley에서 C++과 
OTcl을 사용하여 유무선 통신망에 대하여 다양

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뮬레이션 도
구이다. 

 
ns-2.27

common apps tcl
packet.h에 패킷 형태추가

PtrSnd
PtrRcv lib

어플리케이션 파일추가
PtrSnd.h
PtrSnd.cc
PtrRcv.h
PtrRcv.cc

ns-packet.tcl 추가
PtrSnd & PtrRcv

queue
QoS 제공 : cbq.cc

ns-2.27

common apps tcl
packet.h에 패킷 형태추가

PtrSnd
PtrRcv lib

어플리케이션 파일추가
PtrSnd.h
PtrSnd.cc
PtrRcv.h
PtrRcv.cc

ns-packet.tcl 추가
PtrSnd & PtrRcv

queue
QoS 제공 : cbq.cc

 
그림 13. 실험에 사용된 NS-2의 구조 

 
그림 13에서 C++로 작성된 *.h와 *.cc 파일

들은 노드와 각 에이전트의 내부 기능을 기술

하고 있다. 그리고 Tcl/Otcl은 C++의 기능을 바
탕으로 이벤트를 설정한다. 이와 같이, NS-2에
서는 C++로 특정 이벤트에 대한 클래스가 정
의되어 있고, Tcl/Otcl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
는 기능들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기술하게 
된다. 그림 13은 NS-2의 디렉터리 구조 중에서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을 나타

내고 있다. QoS를 제공하기 위하여 queue 디렉

터리에 있는 cbq.cc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용

하고자 하는 패킷의 형태를 common 디렉터리

에 있는 packet.h와 lib 디렉터리에 있는 ns-
packet.tcl에 설정하였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PtrSnd와 PtrRcv는 apps 디렉터리

에 각각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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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뮬레이션 노드의 구성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구하기 위하여 QoS를 

제공하는 구간과 그렇지 못한 구간으로 나누었

다. QoS를 제공하지 않는 구간의 라우터는 
FIFO(Fist-In First-Out)를 따르도록 설정하였다. 
FIFO 방식은 등급별 패킷들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한다. QoS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

여 클래스별로 대역폭을 다르게 할당할 수 있
는 CBQ(Class Based Queuing)[12]를 그림 14의 
5-7번 노드 사이에 설정하였다. 

 

 
그림 14. 실험을 위한 통신망의 구조 

 
그림 14는 QoS 등급별로 가용 대역폭을 측

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노드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서버(노드 4)와 클라이언트(노드 9) 간의 
경로는 QoS를 제공하지 않는 구간(노드 4-5, 7-
9)과 QoS를 제공하는 구간(노드 5-7)으로 구성

하였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측
정용 패킷을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클라이언

트는 측정용 패킷을 수신하고 전환점 도달 여
부를 검사한다. 그림 14의 모든 링크들에 표시

된 대역폭은 링크의 용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H는 상위 등급, M은 중위 등급, L은 하위 등급

의 사용자를 나타내며, 각각의 사용자들은 동
일한 등급의 다른 사용자와 통신한다고 가정하

였다. 
이상과 같이 통신망을 구성하여 서버와 클라

이언트 간의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동시에 측
정하고자 하였다. 

 
4.2 시뮬레이션 매개변수의 설정 

노드는 서버, 클라이언트, 라우터, 백그라운

드 트래픽 생성기 등으로 구성된다. 링크의 용
량은 50-200Mbps로 설정하였다. 링크 간의 전
송 지연은 10-30ms로 설정하였다. 백그라운드 
트래픽은 CBR(Constant Bit Rate)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700byte 크기의 측정용 
패킷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측정에서 크기가 

너무 작은 패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측정 결과

값이 실제값보다 작게 측정되며, 너무 큰 패킷

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가용 대역폭보다 큰 
값이 측정되기 때문이다[4]. 등급별 초기 패킷 
간격은 0.001ms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등급별로 80개의 패킷을 사용하였다. 

 
4.3 QoS 등급별 가용 대역폭의 측정 결과 

본 논문에서 모든 결과 그래프들의 대역폭 
단위는 Mbps이며, 시간 단위는 초이다. 
그림 15는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동시에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위, 중위, 
하위 등급의 용량에 0-100%의 부하율로 백그라

운드 트래픽을 전송하였을 경우에 대한 결과이

다. 그림 15는 제안 알고리즘인 SM_Q_PTR에 
의하여 QoS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 결
과와 실제값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실제값

이란 백그라운드 트래픽과 사용자 트래픽에 의
하여 점유되고 남은 대역폭, 즉 실제 가용 대
역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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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M_Q_PTR의 측정 결과 

 
본 실험에서는 90% 이상으로 백그라운드 트

래픽이 전송될 경우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측
정값은 20% 이하의 오차율을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 결과, 패킷 트레인이 너무 길거나 짧을 
경우에는 오차율이 커졌다. 이는 측정용 패킷

이 너무 많으면 손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측정 
시간 및 부하와 정확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
다. 본 실험 환경에서 패킷 트레인 속의 등급

별 패킷 수는 60-80개 정도가 적합하였다. 
 

4.4 SM_Q_PTR의 측정 시간 
그림 16에서는 제안한 기법을 사용하여 등급

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했을 때의 소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과 같이 여러 등급의 
패킷들로 트레인을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써 매
우 근접한 시점의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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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등급별 가용 대역폭 
측정 소요 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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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SM_Q_PTR의 측정 시간 

 
그러나 그림 16과 같이 등급별로 할당된 용

량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측정 소요 시간이 길어졌다. 이
는 부하율이 높을 경우에 패킷 손실의 증가로 
인하여 Gap_step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즉, 
Gap_step이 작을 경우에는 대역폭의 변화폭도 
감소하여 전환점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4.5 기존의 PTR과 SM_Q_PTR의 측정 시간 

그림 17은 기존의 PTR을 이용하여 한 등급

씩 개별적으로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 
시간과 SM_Q_PTR 기법으로 동시에 측정했을 
때의 소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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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PTR과 SM_Q_PTR의 측정 시간 

 
그림 17은 PTR의 기법을 확장함으로써 한 

등급씩 구할 때보다 측정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개별적 측정 방법은 한 등
급의 측정이 끝난 후에 다른 등급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적으로 한 등급씩 측정한다

면, 한 등급의 측정이 끝날 때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모든 등급을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은 여러 등급으로 패킷 트레인을 구
성하여 전송함으로써 동시에 모든 등급의 가용 
대역폭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제안한 방법의 
경우에는 단 한번의 측정으로 모든 등급의 가
용 대역폭을 측정할 수 있었다. 

 
4.6 SM_Q_PTR의 패킷 트레인 수 

그림 18은 개별적으로 등급별 패킷을 전송하

였을 경우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전
송하였을 경우에 소요된 총 패킷 트레인의 수
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기존의 PTR 기법을 사
용할 경우, 가용 대역폭이 작다면 측정용 패킷

의 대역폭이 감소하는 동안 패킷 트레인 전송 
횟수가 많아진다. 왜냐하면, 가용 대역폭을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향 검색을 할 경우에는 
전환점을 찾기 위하여 높은 대역폭에서부터 감
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전환점 위치 
추정에 따라 패킷 트레인의 대역폭이 증가 또
는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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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TR과 SM_Q_PTR의 소요 트레인 수 

 
그림 18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패킷 트레인의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높은 대역폭에서 낮
은 대역폭으로 감소하는 것보다 근접한 지점에

서 찾아가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QoS를 제공하는 통신망에서 

등급별로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는 기법에 관하

여 연구하였다. 등급별 가용 대역폭을 측정하

기 위하여 하나의 패킷 트레인 속에 여러 등급

의 패킷들을 삽입하여 전송하였다. 
등급별 가용 대역폭 측정 시간은 대다수가 5

초 이하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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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차는 20% 이하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환

점 위치를 추정한 후 패킷 간격을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에 사
용되는 패킷 트레인 수를 줄일 수 있었다. 

향후에는 등급별로 할당된 대역폭이 유동적

인 환경에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가용 대역폭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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