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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AP(Access Point)를 선택할 때, 수신 신호 강도(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가 가장 높은 AP를 선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기 위한 AP selection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간단한 파라미터만 고려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은 SDN 기반의 Wifi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디바이
스의 효율적인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ccess Point selection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비디오 서비스의 재생 시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계학습 알고리즘인 RNN을 통한 AP들의 트래픽을 예
측하여 최적의 AP를 선택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최적의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AP들의 부하를 분산시킴으로써 망의 효율성 또한 늘릴 수 있다.

1. 서

론

모바일
디바이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P
(Access
Point)
와
Wi-Fi(Wireless
Fidelity)
연결이
필요할 때, 먼저 주변 AP를 탐색하고 그들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연결을 진행한다. 이 때, IEEE 802.11 표준에 의
하면 수신 신호 강도(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가 가장 높은 AP를 선택한다. 그러나 RSSI
기반 선택 방식은 신호 세기만 고려하기 때문에, 해당
AP의 네트워크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서비스에 알맞은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해 QoS를 고려한 AP selection 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QoS를 고려
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모바일 디바이스와 AP사이의
Downlink bitrate 로 한정되어 있어 서비스의 다양한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1] 뿐만 아
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의 서비스들이 점점 다양하고 거대
해짐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을 통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분류하고 해당 서비스의 요구사항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
점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중
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Youtube에 초첨을 두고, 효
율적인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AP Selection 연구를 진행
하였다. 특히, 비디오 서비스의 재생시간과 Request를
요구한 시간을 주변 AP들의 트래픽 예측한 결과값과 비
교하여 가장 핸드오버의 가능성이 적고 QoS를 만족하면
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1)AP를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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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또한 이 때, AP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이
의 Downlink 정보뿐만 아니라 AP와 라우터를 연결하는
Backhaul link의 정보를 파라미터로 추가한다. 왜냐하면
Downlink의 상태만 고려하였을 때 QoS를 만족하는 AP
들이 많을 경우, 해당 AP들의 Backhaul link의 상태 또
한 고려한다면 특정 AP에 부하가 일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주변 AP들
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 Software
Defined Network(SDN)을 적용했다. SDN은 Wi-Fi 네
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망의 부
하 분산을 위해 효과적이다.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의 재
생 시간과 디바이스 주변의 AP List를 SDN 컨트롤러에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컨트롤
러에는 트래픽을 예측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다. 본 논문은 트래픽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중
딥러닝 알고리즘인 RNN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2. 관련 연구
2.1 RNN with LSTM
순환 신경망(Reccurrnt Neural Networks; RNN)은 루
프가 들어있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딥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이다. RNN은
특히 시계열(Time-Series)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인다. 하지만 기존의 RNN은 gradient가 소실되거나
(Vanishing)
발산하는(Exploding)하는
문제점이
있다.[2]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안된 RNNs의 변형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LSTM에서 하나의 셀은 Cell State 와 Input gate,
Out gate, Forget gate 총 3가지의 게이트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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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각의 게이트는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 무엇을
입력할 것인지, 출력할 건지, 잊을 건지를 정한다. 이를
통해 LSTM은 강제적으로 기울기 값을 유지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랜 시간의 연관성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주변 AP List 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전달한다. 컨트롤러
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이용하여 RNN
모델을 통해 주변 AP들의 트래픽을 예측한다. 그리고 예
측한 결과와 주변 AP의 Downlink 와 Backhaul link의
상태 정보를 통해, 재생시간동안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AP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는
컨트롤러에서 결정한 AP와 연결을 한다.
3.2.1 RNN 알고리즘을 통한 트래픽 예측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른 딥러닝보다 훈
련시간이 짧고 정확도 또한 높다.[5] 특히 LSTM의 구
조를 가진 RNN은 더욱 강한 학습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Keras 라이브러리를 통해 LSTM을
이용한 트래픽 예측 모델을 구현하였다.[6] 먼저 각 AP
들의 시간당 트래픽을 입력으로 트래픽을 예측하는 모델
을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
어진 시간에 대한 각 AP의 예측되는 트래픽을 얻는다.
3.2.2 AP selection 알고리즘

그림 1. LSTM의 구조
3. 본 론
3.1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제안 사항
기존의 연구들은 RSSI값으로 AP Selection이 이루졌
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t rate나 AP의
부하를 고려하여 QoS를 보장하는 알고리즘들을 제안했
다.[4] 그러나 단순한 파라미터로는 서비스의 다양한 요
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고,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여 AP
Selection을 결정했을 때, Connection 이후에 지속적인
QoS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특히 Youtube를 통한 비디오
서비스를 실행할 때, 비디오의 재생시간과 주변 AP들의
네트워크 현재 상태와 기계학습을 통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여 가장 최적의 AP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3.2 제안 알고리즘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의사코드
그림 3은
알고리즘을
Request의
재생시간을
들의 현재
한다. 먼저

SDN 컨트롤러에서 이루어지는 AP selection
의사코드로
나타낸
것이다.
컨트롤러는
주변 AP List와 요청하는 비디오 서비스의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변 AP
네트워크 상태와 미래의 네트워크 상태를 구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QoS를 보장할 수 있는

그림 2. 제안하는 기법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와 주변 AP들의 LSTM을 통해 예측한 bit
bit rate 값인
rate 값을 비교하여 재생시간동안 QoS를 보장할 수 있는 AP

제안하는 기법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Youtube 비디오를 실행할 경
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비디오의 총 재생시간과

에 저장된 선별된
들을 먼저 선별한다. 다음으로 리스트
AP들은 자신과 라우터 사이를 연결하는 Backhaul link의
Throughput의 비교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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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ul link의 부하가 적은    를 최적의 AP로 결정한다.
4. 성능 평가
4.1 시나리오
제안한 AP selection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모바
일 디바이스에서 각각 재생시간이 1시간인 비디오 서비
스(Service1,
s1)와
30분인
비디오
서비스(Service2,
s2)를 실행한다. 이 때, 기존의 AP selection은 재생시간
과 QoS를 고려하지 않고 신호세기로 AP를 선택하기 때
문에 두 개의 서비스 모두 상대적으로 AP2보다 신호세
기가 강한 AP1과 연결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한 지
30분이 지난 후 AP1에 부하가 생길 경우, 기존의 알고
리즘은 QoS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
은 SDN 컨트롤러가 주변 AP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
하고. 재생시간에 따른 트래픽 상황을 예측하여 알맞은
AP를 결정하기 때문에 QoS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
다.

생시간에 따라 비디오 서비스들에 맞는 최적의 AP를 결
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QoS를 보장할 수 있었고 AP
들의 분하도 분산시킴으로써 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
었다. 향후에는 사용자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재생시간을 다 유지하지 않을 경우를 추가로 고려하고,
LSTM 모델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림 5. 시나리오 결과

그림 4. 시나리오 토폴로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Youtube Data API[7]를 통해
구현하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Request Message
안에는 시청하고자 하는 비디오의 재생 시간 값과 스캔
한 주변 AP들의 SSID, BSSID, RSSI 값들이 포함되어
있다. 컨트롤러는 미리 학습된 RNN 모델을 통해 각 AP
들의 트래픽을 예측한다.
4.2 성능평가
기존의 AP selection은 신호세기로만 AP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림 5의 위 그래프처럼 두 개의 서비스 모두
QoS를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네트워크 상
황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은 그림 5
의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비디오 서비
스 모두 QoS를 보장한 AP와 연결이 가능하다. 뿐만 아
니라 신호세기가 강한 AP1에 연결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AP들의 부하를 분산시켜 전체 네트워크 망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모바일 서비스들 중 Youtube를 통한 비디
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최적의 AP selection을 제안
한다. 특히 SDN 컨트롤러와 딥러닝 알고리즘 RNN을 활
용하여 트래픽을 예측하여 비디오 서비스에 알맞은 최적
의 AP를 결정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결과, 이를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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