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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공공 WiFi 서비스를 위해 무선 백홀 네트워크에 기반한 통합형 
AP를 개발하 고, 이를 구축시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토폴로지 계산방식을 
제안한다. 5G Hz 대역의 WiFi 주파수를 이용한 AP를 개발하여 4km 이상의 직선거리 
상에 무선으로 백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개발한다. 또한 각 노드의 구축 시에 
다른 노드와의 LOS (Line of Sight)를 확보하기 위해 위치 및 높이가 고려되어야 하고, 
다른 노드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거리와 다른 신호와의 간섭 정도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노드간의 연결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설치 시에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노드의 위치와 가능한 무선연결 링크 개수가 결정될 수 
있고, 설치시 결정된 사항이 추후 별다른 변동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이 
고려된 무선 백홀의 링크를 어떻게 구성하여 효율적인 전체 토폴로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개발된 시스템은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시험되었다.  

 
Keywords: 무선 백홀, 토폴로지, LOS, WiFi 
 

1. 서론 
 

최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증가하여, 공공 
공간에서  인터넷 접속을 위한 WiFi A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WiFi AP의 
증가에 따른 주파수 간섭이 심화되어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무선 인터넷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 기존 유선망에 망의 부하를 더 
얻기보다는 무선 백홀(backhaul)에 기반하여 백본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무선랜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LTE 망을 이용하기 보다, 5GHz 주파수 대역의 WiFi 
기술에 기반한 망을 구성하여, 공공서비스로 활용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4km이상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백홀을 구성하고 WiFi를 제공하는 AP를 구축하는데 있이서, 그 백홀 
망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AP환경의 개선 및 신규주파수의 확대적용을 위한 기술보다 현재 사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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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데이터망과 와이파이, 4세대 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2013년 07월부터 CA(Carrier Aggregation)를 바탕으로 주요 
이동통신사 모두 10MHz+10MHz, 총 20MHz의 대역폭을 형성, 최대 150Mbps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2.4GHz 대역의 AP포화로 인하여 새로운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 
및 와이파이 접속방식에 대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하고 있으며, Microsoft사와 Havard 대학은 
TV 유휴대역용 ‘White-Fi' 기술 제안하였으며, STMicroeloectonics에서는 WRAN용 MAC 기술을 
개발하였고, Litepoint사의 경우 Wi-Fi 및 GPS 신호 생성기 및 분석 시스템을 출시하여 스마트폰 
및 스마트 패드 제조사의 양산라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WiFi를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 백본 네트워크로서 무선 백홀 
네트워크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며, 이러한 백홀 망은 고정된 무선 라우터를 멀티홉으로 
연결하고 유선망과는 하나 혹은 복수개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하는 망으로서, 각 무선 
노드는 접속하는 기기들에게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로서의 백홀 망은 고정된 노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토폴로지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구축 시에 노드가 구축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또한 다른 노드들과 연결할 수 있는 LOS (line of sight)확보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축시에 가능한 모든 링크에 대해서 풀 메쉬(full mesh)로 망을 구성한다고 
가정해서, 최적의 망 구성 토폴로지를 계산 후에 이에 근거한 망 연결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망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기존의 가장 효율적인 최적 경로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 algorithm)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현재 가능한 링크들에 대하여 최적의 경로를 파악가능할 것이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비용을 선택하는 방식은 유선망에서와 같은 단순한 홉수가 아닌 무선 
링크의 특성에 기반한 비용계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같은 무선 
백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토폴로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실제로 공공 WiFi 서비스 구축에서 무선 백홀 기반으로 
설비하려고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선 백홀망 구축을 위해 개발해온 시스템 및 
테스트베드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이러한 무선 백홀망 구축 시에 고려해야 하는 
토폴로지 계산방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4장에서는 테스트베드 구축 현장에 대한 성능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보였고,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었다. 

 
2. 공공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통합형 AP 개발 

 
최근 들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증가로 인하여, 트래픽양의 급속한 

증가는 기존 네트워크에 새로운 트래픽 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WiF를 통한 공공 
영역에서의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은 무선 백홀을 구축하여 무선 
WiFi 트래픽을 별도의 망으로 소화하여, 기존의 망에 부가적인 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향후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하에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도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중심으로 WiFi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전기차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WiFi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하겠다는 
계획하에,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그 유용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5GH ISM 밴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제주시는 3-5Km 간격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현재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목적의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5GHz WiFi에 기반한 백홀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차 충전에 따르는 데이터 통신비용의 절감효과와 통신 효율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WiFi ISM 밴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주파수 간섭이 없는 
초고속 무선 인터넷 지역을 제공하면서 향후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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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이러한 무선 백홀을 TV White Space 대역과 함께 5GHz ISM 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베드 구성에 대한 것이며, 그림 2는 이러한 백홀 네트워크의 지역적 배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제주TP를 중심으로 무선 백홀망을 구성하고, TW White Space 대역으로 백업망을 
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무선 백홀망은 5GHz 대역의 WiFi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2.4GHz 대역 혹은 TVWS를 활용한 슈퍼와이파이의 경우, 데이터 전송속도의 
한계 및 주파수 간섭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GHz 
대역의 빠른 전송속도를 확보하고 전송거리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WiFi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공공 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1. 테스트베드 백홀망 구성 

Figure 2. 테스트베드 백홀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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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선 백홀망을 위해 개발되는 장비는 IEEE 802.11 a/b/g/n/ac 표준을 사용해서 고속 
무선 백홀과 사용자 와이파이 무선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개발하였다. 따라서, 5세대 
기가 와이파이 표준인 IEEE 802.11ac 기술 기반으로, 4Km 이상의 백홀(Backhaul)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교차 편파 안테나를 통한 안정적인 MIMO 지원하며, 고출력 와이파이 AP를 통해서 
최대 1.3Gbps 통신 속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 장비에서 가입자 서비스와 백홀 
망을 동시 지원하며 상호 간섭 없이 서비스 제공하여, 최대 256 가입자에게 와이파이 무선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비나 눈과 바람과 같은 무선 환경 변화 요인에 의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WiFi 밴드 기반의 장비는 WiFi AP와 백홀 망을 한 장비에서 동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호 간섭율을 최소화하였다. WiFi AP 서비스와 백홀에 대한 downstream 속도를 동시에 측정한 
값과 각각을 단독으로 측정한 결과 값의 합을 비교해서 상호 간섭율을 계산했을 때, WiFi AP 
서비스와 백홀 동시 사용 시 간섭율 5%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백홀 속도가 단방향 
기준으로 10Mbps 이상을 유지하는 거리측정했을 때, LOS, No Fading 조건 만족 시에 4Km에서 
100Mbps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안테나는 MIMO 신호간 간섭, 강우 감쇄, 반사파의 영향 및 신호 지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에서는 개발된 시스템간의 
연결도를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 위치한 시스템은 유선망과 연결되어 무선 백홀과 유선망을 
연결하는 AP 시스템으로 백홀 제공과 동시에 별도 안테나를 사용해서 2/5GHz 듀얼 밴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오른쪽 시스템은 무선 백홀을 통한 연결을 기반으로 자체 
2/5GHz 듀얼 밴드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WiFi 서비스 
신호와 백홀 신호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터 적용하여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백홀 신호와 WiFi 신호들이 동시에 통신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3. 개발된 시스템간의 무선 백홀 연결 및 WiFi 채널 제공방식 

 
표 1. 개발 시스템 상세 
구분 규격 비고 

CPU 1.2GHz Dual-Core 백홀과 WiFi 서비스 동시제공 고려 

RAM 256MB  

FLASH 64MB  

Ethernet 10/100/1000Mbps 2 ports  

Power DC Adaptor or PoE  
 
시스템 내부 구조는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CPU와 Ethernet을 포함하는 메인부와 와이파이 

처리를 담당하는 WiFi 모듈부, 신호 필터부, 안테나로 구분되어 있다. 안테나는 WiFi 서비스용과 
백홀용 두 종류로 제공하며 백홀 성능을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안테나를 개발하였다. 백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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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는 환경 변화에도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고이득, 고지향성 안테나를 적용하여, 10Km 
거리에서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20dBi 안테나 이득을 확보하였고, WiFi AP의 경우, 802.11ac를 
지원하도록 하여 AP 내에 3개의 WiFi 모듈을 실장하여 5GHz 무선 백홀과 와이파이 서비스(2GHz, 
5GHz)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다. WiFi의 경우 3X3 서비스 포트를 지원하며, 백홀은 
2X2 안테나 포트를 지원한다. 

백홀-WiFi 필터는 무선 백홀과 와이파이 서비스 간에 상호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전용 
필터로, 상호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억압비를 85dBc이상 확보하였다. 

 
3. 토폴로지 계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WiFi를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 백본 네트워크로서 무선 백홀 

네트워크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며, 이러한 백홀 망은 고정된 무선 라우터를 멀티홉으로 
연결하고 유선망과는 하나 혹은 복수개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하는 망으로서, 각 무선 
노드는 접속하는 기기들에게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로서의 백홀 망은 고정된 노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토폴로지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구축 시에 노드가 구축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또한 다른 노드들과 연결할 수 있는 LOS (line of sight)확보도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축시에 가능한 모든 링크에 대해서 풀 메쉬(full mesh)로 망을 구성한다고 
가정해서, 최적의 망 구성 토폴로지를 계산 후에 이에 근거한 망 연결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망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기존의 가장 효율적인 최적 경로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 algorithm)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현재 가능한 링크들에 대하여 최적의 경로를 파악가능할 것이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비용을 선택하는 방식은 유선망에서와 같은 단순한 홉수가 아닌 무선 
링크의 특성에 기반한 비용계산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3.1 접근 방식 
 
무선 백홀 망을 구성하려고 할 때, 각 무선 노드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가능한 노드의 

위치 및 링크의 개수 및 방향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몇 개의 무선 노드들만이 
게이트웨이가 연결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 기반하여 몇 개의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각 노드의 어떤 링크들을 연결할 것인가는 결정하여 무선 백홀 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Figure 4. 무선망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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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선 백홀 망 구축 시에 환경적 제약에 근거한 가능한 무선 메쉬 연결도에 
근거하여, 가능한 게이트웨이 연결에 대한 모든 조합에 대하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최적의 스패닝 트리를 구성하여, 각각에 대하여 최적의 네트워크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토폴로지를 계산해 냄으로써, 몇 개의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어떤 노드에 링크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알아내는 토폴로지 구성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려한다. 

 
3.2 단계별 토폴로지 계산 

 
그림 4는 일반적인 무선 백홀 네트워크에 대한 그림으로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다. 기본의 유선 망을 비롯한 백본 망에 연결된 부분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되며, 중간 
노드들을 통해 백홀 메쉬 망을 구성하여 패킷들이 전달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연결되는 
최말단의 노드들을 통해 WiFi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전체구성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성도와 같이 다수의 게이트웨이 노드가 가능한 무선 백홀 네트워크 
구축시에, 게이트웨이 노드와 각 종단 노드들 사이에 최적경로를 계산하여, 가장 최적의 자원이 
할당된 무선 백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하려고 한다. 
우선 무선 백홀망을 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무선 메쉬 망 연결도를 작성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는 무선 백홀망의 지역적, 지리적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실제로 설비 가능한 노드의 
위치 및 링크의 개수를 결정하고, 연결 가능한 게이트웨이를 확인하여 그 게이트웨이 연결조합에 
대하여 가능한 연결도를 모두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각 게이트웨이 노드는 기존 유선망에 
접속하는 접속점이 되므로 게이트웨이들간의 비용을 0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게이트웨이 
노드들을 하나의 노드로 설정한 연결도를 작성한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인 현장 무선 
연결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기반하게 되는데, 무선 백홀 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무선통신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각 노드의 위치를 결정하고, 각 노드들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성을 LOS와 간섭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링크에 대하여 연결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도는 현장 무선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현장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현장의 제약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보며, 각 노드는 최대한 많은 링크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 
무선 백홀 망은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무선 엔지니어링에 의해 고정된 형태로 구성되며, 

이후 많은 경우 무선 노드들의 위치 변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망 용량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노드와 링크를 선택하여, 백본 망을 연동시킴으로써, 주어진 네트워크의 성능을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무선 메쉬 망을 구성할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최적의 스패닝 트리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은 단순한 홉의 개수가 아니라 무선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1단계에서 결정된 각 연결도에 대하여 최적 경로를 갖는 스패닝 트리들을 계산한다.  
세 번째 단계로서, 각 연결도에 대한 스패닝 트리를 기반으로 최적의 망 용량을 갖는 

토폴로지를 계산하여 기존의 연결도에 대한 망용량을 갖는 연결도 중에 가장 최적의 토폴로지를 
선정한다.  
네 번째 단계로서, 게이트웨이 노드로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노드 하위의 경로에 대해서 하위 트리의 노드수에 따른 용량 증대를 통해 각 링크의 
용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 단계로서, 피드백을 위한 단계로서 앞선 단계에서 이뤄진 링크용량 할당으로 인해 

각 링크의 비용이 달라졌을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다시 피드백을 위해서 2단계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최선의 용량을 보이는 토폴로지에 대해서 앞선 피드백의 결과와 현재 피드백의 
결과가 같다면 안정화 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최적의 용량을 보이는 최종 토폴로지를 선정하여 확정한다. 

 
3.3 토폴로지 계산 방식 

 
그림 5는 앞 절에서 설명한 단계별 토폴로지 계산과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첫 단계에서, 무선 백홀 망에서의 모든 트래픽은 백홀 망 말단에 연결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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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와 게이트웨이사이에서 전달되게 된다. 즉, 모든 단말의 기기들이 모두 게이트웨이를 
목적지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루트로 하는 스패닝 트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가정했을 때, 
대항 게이트웨이를 루트로 하여 스패닝 트리를 구성하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최단 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하므로써 구할 수 있다.  

복수의 게이트웨이를 가정하면, 각 게이트웨이는 유선 망과 같은 백본 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각 게이트웨이 사이의 통신 비용은 0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적 제약이 
고려된 각 노드와 링크에 대한 연결도에 대하여 무선 백홀 망 구성 시에 게이트웨이로 동작이 
가능한 게이트웨이가 n개가 있다면, 각 게이트웨이를 하나의 점으로 모으는 조합의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면, (n!-1) 개의 가능한 연결도가 생성 가능하다. 
다음 단계인 비용설정 및 스패닝 트리 계산 단계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링크들에 비용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각 링크의 비용은 링크 양쪽에 
연결된 노드 사이의 거리와 같은 노드에 연결된 무선 링크들 사이의 링크간 각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노드간의 거리는 무선의 특성 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며, 링크간의 각도는 
해당 링크가 다른 무선 링크로부터 간섭에 반비례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계산시에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홉 카운트도 역시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식 (1)과 같이 홉 
카운트는 패킷 지연에 비례하여 계산할 수 있다. 

 
비용 ∝  𝐻𝐻∙𝑅𝑅

2

𝜃𝜃∙𝐶𝐶
                                                                 (1) 

   H: 홉타운트 
   R: 노드간 거리 
   θ: 링크간 각도 
   C: 링크 용량 (첫 계산시, 모든 링크에 1로 계산) 
 
이러한 비용에 근거하여, 앞서 구한 연결도에 대하여, 비용을 대입하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n-1)!개의 게이트웨이 조합에 대한 스패닝 트리를 구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인 최적화된 토폴로지 계산 단계에서는, 링크의 용량을 최대화 하면서 메쉬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최대화 하여 망의 유연성을 높임은 물론이고, 성능을 최대화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전체 n개의 노드로 이뤄진 무선 메쉬 망에서, 게이트웨이 노드 g에 대해서 각 노드 i에 
대한 용량cg,i을 계산해서 최대화 하고, 무선 메쉬 망에 대한 임의 노드 vi1, vi2에 대한 연결도를 
최대화하므로써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Figure 5. 토폴로지 계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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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및 연결성의 최대화 ∝  𝜆𝜆𝑐𝑐 ∑ 𝑐𝑐𝑔𝑔,𝑖𝑖 + 𝛽𝛽𝑎𝑎
2
∑ 𝛾𝛾𝑖𝑖1 ∑ 𝑎𝑎𝑖𝑖1,𝑖𝑖2

𝑛𝑛
𝑖𝑖2=1

𝑛𝑛
𝑖𝑖1=1𝑣𝑣𝑖𝑖                      (2) 

  𝜆𝜆𝑐𝑐: 용량의 합을 구하기 위한 계수인자 
  𝛽𝛽𝑎𝑎: 각 노드들의 연결도의 합을 구하기 위한 계수인자 
  𝛾𝛾𝑖𝑖1: 각 연결의 가중치를 위한 계수인자 
  𝑎𝑎𝑖𝑖1,𝑖𝑖2: 각 노드들 간의 연결성(연결시 1, 비연결시 0) 
 
수식 2에서 각 노드는 상대방의 노드와 대칭 연결을 갖는다고 가정하며, 각 노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링크를 통해 무선 메쉬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첫째 항목은 각 
노드들로부터 게이트웨이 까지의 용량에 대해서 합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각 노드들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인 스패닝 트리를 고려한 링크용량 할당 단계에서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각 

스패닝 트리에 대하여 하위 트리에 노드 개수 만큼 게이트웨이 쪽 링크에 부하가 걸릴 것이므로, 
이러한 부하를 고려하여, 하부 노드 개수만큼 상위 트리 링크에 대하여 용량을 증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는 하위 트리의 노드 개수만큼 선형적으로 증대할 수 있으나, 초기에 백홀 
링크 용량을 충분히 잡아서 설계한 경우, 다소의 고려를 통하여 안정화된 용량할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계산된 토폴로지의 안정화를 점검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소 한번의 

피드백이 이뤄지게 된다. 이후 이뤄진 구해진 트리의 값들이 일정 범위안에서 안정화된 
링크용량을 보이면서 개별 링크 용량에 변화가 범위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산된 모든 단계를 거친 토폴로지는 수식 2의 결과 값이 최대치를 

나타내는 토폴로지로 무선 백홀 토폴로지로 결정하게 된다. 
 

4. 테스트베드 배치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기술된 장비들은 무선 백홀과 와이파이를 동시에 
지원하는 AP 로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 802.11ac 듀얼(2Ghz+5GHz)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와이파이 최신 규격인 802.11ac를 만족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최대 1.3Gbps(PHY rate 기준) 서비스 속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안테나 1개에 
연결된 종단 단말기 기준으로, 200Mbps 이상의 TCP 성능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장비의 외형은 그림 6 및 7과 같다. 

동일 장비 내에 백홀과 와이파이 서비스 모듈을 같이 장착하는 경우, 상호 간섭으로 인해 
전체 성능의 50% 수준 이하로 품질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신호 간 상호 간섭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로 필터를 개발하여 상호 간섭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Figure 6. 시스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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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시스템 측면 

 

4.1 테스트베드 구축 
 
이 장비를 이용하여 그림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제주 테크노파크, 벤쳐마루와 문예회관에 

안테나를 설비하여 무선 백홀을 구축하였는데, 그림 8에 보인 것과 같이 설치되었다. 
 

 
Figure 8. 문예회관 야외에 안테나 설치 

 

Figure 9 벤처마루 건물에 안테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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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제주테크노파크 건물 옥상에 설치 

 
이렇게 연결한 무선 백홀 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능을 측정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 성능 시험 결과 
 측정 계측기 : IXIA Chariot 
 측정 단말기 : Galaxy S4 LTE-A (802.11ac 1X1 지원) 
 측정 결과 : 231 Mbps 

 

 

 
○ 6.7 Km (제주테크노파크 – 벤처마루) 
- 측정 결과 : 148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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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시험 결과 (제주테크노파크-벤처마루) 
 백홀 성능 측정 : 158 Mbps 
 와이파이 서비스 성능 측정 : 122Mbps 

 

 백홀, 와이파이 서비스 동시 성능 측정 : 287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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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pair들은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각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평균 및 최대, 

최저값들을 측정한 것으로 각 제주테크노파크, 벤처마루, 문예회관 간의 백홀망 기지국 마다의 
WiFi 접속 속도를 측정하여 그 값들이 설계시 제시하였던 기준치 내에 있음을 보였다.  

 
5. 결론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용자 단말기의 진화와 더불어, 무선 

네트워킹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공 WiFi 서비스와 같은 네트워킹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의 개발은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산학협력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무선 백홀 네트워크를 테스트베드로 구축하여 공공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충전 장치의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개발로서의 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무선 백홀 망 구축에 따르는 시스템 개발 및 토폴로지 
계산방식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로서의 백홀 망은 고정된 노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토폴로지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한번 구축 후에는 특별한 변경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하므로, 구축시에 망의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을 통하여 최적화된 망 
성능을 성취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설명된 시스템은 실제로 제주지역에 테스트베드로서 설비되어, 향후 공공 
WiFi서비스 확장에 유용한 레퍼런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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