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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management of complex networks with dynamic nodes such as Unmanned Ground Vehicle (UGV) and
Unmanned Aerial Vehicle (UAV),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is a promising approach. However, SDN
requires state information for each node to provide real-time dynamic routing. These traffics may cause
significant traffic loads. Therefore, in this paper, we distinguish between data planes and control plane channels
for traffic distribution in wireless SDN. Because each node in data plane performs channel switching to receive
data packets and control packets, it is not possible to receive both types of packets at the same time. Therefore,
we propose channel allocation scheduling to minimize the data los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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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서 컨트롤 패킷과 데이터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

전장이나 재난 현장과 같은 위험 지역에서 긴급 정찰

체 접근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매체 접근 제

임무 등과 같은 특정 임무 수행 시 군집 무인 시스템을

어 방법은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에 각각 다른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

채널을 할당하고,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채널 할당

심을 모으고 있다 [1]. 다수의 Unmanned Ground

스케줄링을 최적화한다.

Vehicle (UGV) 또는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와 같은 무인기는 임무 수행을 위해 실시간 위치정보,

2. 멀티채널을 적용한 무선 SDN에서 채널 할당 스케줄

영상정보,

링 최적화

제어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Ground

Control Station (GCS)와 교환한다. 원활한 임무 수행을

2.1 채널 할당 스케줄링 방법

위해 무인기 간 그리고 무인기와 GCS 간의 신뢰성 있

다수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채널

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 군집 무인 시스템은 임무

을 사용하는 경우, 상호 간섭 범위에 있는 노드들은 간

에 따라 동적으로 토폴로지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따

섭이 줄어들어 패킷 손실률이 감소한다 [4]. 본 연구에

라서 동적 토폴로지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는 무선 SDN을 적용한 군집 무인 시스템에서 패킷

유연하게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계가 필요하다.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컨트롤 플레인 채널과 데이

여러 대의 UGV 또는 UAV로 구성된 동적 네트워크
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최근

터 플레인 채널을 구분한다. 즉, 각 노드는 데이터 패킷

Software-Defined

과 컨트롤 패킷을 수신하기 위해 채널을 스위칭 한다.

Networking (SDN)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본

고 있다 [2]. SDN은 네트워크를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

Interface Controller (NIC)가 장착된 상황을 가정한다.

논문에서는

하나의

노드에

한

터 플레인으로 나누어 관리하여 SDN-컨트롤러에서 중

NIC가 한 개인 경우 데이터 패킷과 컨트롤 패킷을 동

앙집중형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SDN-스위치들의 라

시에 수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때 패킷

우팅을 제어한다 [3]. SDN은 동적 토폴로지를 갖는 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패킷 손

트워크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SDN-스위치로

실률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노드의 채널 할당 스케줄링

작동하는 UGV 또는 UAV와 같은 노드들은 임무 수행

기법을 제안한다.

에 필요한 데이터 패킷과 더불어 SDN-컨트롤러가 라
우팅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각 노드와 주고받는 컨트롤
패킷을 추가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러한 트래픽 증가는 패킷 손실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
용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SDN을 적용한 군집 무인 시스템
Fig. 1: 채널 할당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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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controller
Data Plane의 노드

Fig. 2: 무선 SDN 군집 무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Fig. 1은 채널 할당 프레임을 보여준다. 한 프레임에
서 컨트롤 플레인의 채널 할당 슬롯의 비율이 높은 경

Fig. 3: 컨트롤 플레인 채널 할당 슬롯의 비율에 따른 빈도수.

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패킷을 수신할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데이터 패킷 손실이 증가한다. 반면,

3. 결론

컨트롤 플레인의 채널 할당 슬롯의 비율이 낮은 경우

본 연구에서는 무선 SDN을 활용한 군집 무인 시스템

컨트롤 패킷 손실이 증가한다. 이는 컨트롤 패킷의 손

에서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플레인과 컨

실로 인해, 라우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데이터 패킷

트롤 플레인의 채널을 분리하고, 최적의 채널 할당 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케줄링을 제안하였다. 추후, 이론적 상세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 패킷 및 컨트롤 패킷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

SDN-컨트롤러와 노드간 거리를 2홉 이상으로 확장하

해 Brute Force search 방법과 Online-search 방법으

여 연구할 계획이다.

로 전체 패킷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채널 할당
스케줄링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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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시뮬레이션에서 이용된 토폴로지이다. 왼쪽 그
림은 컨트롤 플레인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이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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