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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지연시간, 
대역폭 등 일정 수준의 Quality of Service (QoS)를 보장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라우터에서 트래픽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다양한 방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Priority Queuing Policy와 Fair Queuing Policy를 결합한 Class Based Queuing(CBQ)이다. 그러나, CBQ에서 
효율적인 대역폭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borrow변수는 불필요한 시간지연을 발생시켜 Real-Time 
트래픽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BQ 보다 대역폭의 이용률을 높이고 
더 짧은 지연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큐잉 정책에 제안하고, 이를 NS2 상에서 구현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CBQ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라우터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이다. 
라우터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트래픽이 
공존하며 제한된 자원을 트래픽 특성에 맞게 
할당함으로써 혼잡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큐 스케줄러는 
output link로 다음에 전송 될 패킷을 선택하는 
규칙을 통하여 고정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산과 제어의 복잡도, 
정확성, 공정성, 속도 간에 조율을 통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 위한 다양한 큐 스케줄러가 
연구되어 오고 있다[1-6]. 
 큐 스케줄러 분야에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책으로 CBQ가 있다. CBQ는 flow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 클래스로 구별하고 각 
클래스에 일정량의 대역폭을 할당하여 대역폭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특정 클래스가 할당된 
대역폭보다 적은 양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남는 
대역폭을 borrow 변수를 통하여 다른 클래스에 
할당함으로써 대역폭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빌려준 대역폭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긴 지연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만약 
자신의 대역폭을 다른 클래스에게 빌려준 
대역폭이 실시간 트래픽을 담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지연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borrow 변수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대역폭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CBQ는 대역폭과 
지연시간에 대하여 trade-off 관계에 있으며 두 
요소 중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에는 Real-time 트래픽과 Non Real-
time 트래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고, 
지연 시간 혹은 대역폭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의 서비스 상태에 따라 
대여 가능한 대역폭의 크기를 동적으로 계산하여 
대역폭과 지연시간 모두를 만족시키는 큐 
스케줄러, Enhanced Class Based Queuing (ECBQ)을 
제안한다. 우선 대역폭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CBQ의 borrow 변수를 필수로 지원하게 하였다. 
특정 클래스가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보다 적게 
서비스 받고 있을 때 기존의 CBQ는 여유 
대역폭을 모두 다른 클래스에 할당하는 반면 
제안한 ECBQ에서는 그 크기를 여유 대역폭에 
대하여 동적으로 계산된 특정 비율로 설정하였고, 
이 클래스가 빌려준 대역폭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줄이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절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BQ의 구조와 
기존 CBQ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3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ECBQ를 소개한다. 



4절에서는 NS2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ECBQ가 
CBQ 보다 효율적인 대역폭 사용과 짧은 지연 
시간을 보장함을 보인 뒤 5절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였다. 
 
2. CBQ의 구조 및 문제점 분석 
 
2.1 CBQ의 구조 
CBQ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큐 스케줄러로 
그 구조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CBQ의 구조 

 
■ classifier 
입력 트래픽은 classifier에서 필터링 규칙에 따라 
적합한 클래스의 큐로 삽입된다. 
■ estimator 
output link에서 각 클래스의 패킷 전송 시간 간격을 
측정하여 각 클래스의 할당된 서비스율 초과 여부 
(overlimit/underlimit class)를 검사한다.  
■ General Scheduler 
각 클래스의 큐에서 할당된 대역폭을 만족하도록 
패킷을 추출하여 output link로 전송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Deficit Weighted Round Robin 
(DWRR) 을 사용한다.  
■ Link-Sharing Scheduler 
estimator로부터 현재 각 클래스의 대역폭 서비스 
상태를 보고받아 초과 대역폭을 Link-Sharing 
구조에 따라 분배하거나 할당된 값 이상으로 
서비스 받는 클래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link 
sharing scheduler는 할당된 값 이상으로 특정 
클래스가 서비스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uspension time을 사용한다. 이는 각 클래스가 
할당된 대역폭을 유지하도록 서비스가 중지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WRR은 이 시간이 만기 될 때가지 
해당 클래스를 서비스하지 않는다.  
 
2.1.1. General Scheduler 
General Scheduler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 
일련의 DWRR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우선순위를 
따르는 DWRR은 자신보다 해당 클래스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클래스가 더 이상 큐에 
보낼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link-sharing 
scheduler에 의해 이 클래스 외에 다른 어떤 

클래스도 전송이 허용되지 않을 때 서비스가 
시작된다.  
 
2.1.2. Link-Sharing Scheduler 
CBQ의 link sharing scheduler의 output 패턴을 
제어하기 위하여 다음의 변수를 사용한다[9]. 
 
■ idle  
할당된 대역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상적인 출발 
간격 시간과 실제 출발 간격 시간의 차이 값이다. 
 

  
그림 2. idle 변수 계산 

  
idle 값을 식(1)과 같이 계산되며 p는 전송된 
패킷의 크기, r은 output link의 대역폭, f는 해당 
클래스에 할당된 대역폭의 비율을 의미한다. idle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현재 할당된 것보다 많은 
양이 서비스되고 있음을, 0보다 클 경우 할당된 
양보다 적은 양이 서비스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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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gidle 
 CBQ에서 트래픽 제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트래픽의 실제 서비스율의 추이를 추적한다. 
이 값은 식 (2)와 같이 EWMA 함수의 평균값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w는 weight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6으로 설정한다.  
 
   idlewavgidlewavgidle nn ×+×+=+ )1(1   (2) 

 
avgidle가 음의 값이 되면 각 클래스가 할당 된 
값보다 많은 양을 서비스 받았다는 의미로 그 
클래스는 일정 시간의 합동안 서비스가 중지되게 
된다. avgidle 값은 minidle과 maxidle값으로 
한정된다.  
■ undertime 
특정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여분의 대역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할당된 
대역폭 크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중지되는 
시간이다. 
 
2.2 CBQ의 문제점 
그림 3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자. 
 



  
그림 3. 링크 구조 및 대역폭 할당률 

 
agentA와 agentB에는 root 클래스인 TopClass 
대역폭의 70%와 30%가 할당되었으며 agentA의 
video와 ftp 클래스에는 각각 50%, 20%가, agentB의 
video, audio, ftp 클래스에는 각각 15%, 10%, 5%의 
대역폭이 할당되어있다. 우선순위는 agentB의 audio 
클래스가 1로 가장 높고, agentA와 agentB의 video 
클래스가 3, agentB의 ftp 클래스가 8을 가진다. 
표1에서 ①은 borrow 변수 비활성 시 대역폭 
이용률, ②는 agentA 이하 모든 클래스의 borrow 
변수 활성 시 대역폭 이용률, ③은 agentB 이하 
모든 클래스의 borrow 변수 활성 시 대역폭 이용률, 
④는 agentB 이하 모든 클래스의 borrow 변수 활성 
시 대역폭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대역폭 이용률                  (단위 : %) 

클래스 별 대역폭 이용률  
AV AD BV BA BD 

전체 대역폭
이용률 

① 10 20 10 10 5 55 
② 10 30 10 10 5 65 
③ 10 20 10 15 5 60 
④ 10 30 10 30 20 100 

 
(AV는 agentA의 video, AD는 agentA의 ftp 데이터, 
BV는 agentB의 video, BA는 agentB의 audio, BD는 
agentB의 ftp 데이터를 의미한다.)  
 
①의 경우 전체 대역폭 이용률은 55%에 불과하다. 
agentA와 agentB의 video 클래스에 의해 여분의 
대역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orrow 변수가 
비활성화 되어 다른 클래스들은 이 대역폭을 
사용할 수 없어 비효율적으로 대역폭을 사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agent 내에서만 여유 
대역폭 사용이 허용되도록 설정할 경우 각 
클래스가 이론적으로 서비스 받게 되는 대역폭 
사용량을 ②, ③과 같이 나타내었다. 같은 Agent 
내의 클래스들간에 여유 대역폭을 가진 클래스가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클래스로 대여함으로 
써 보다 향상된 대역폭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는 모든 클래스에 borrow 변수가 
활성화 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agentA의 video 클래스로 인한 여유 대역폭과 
agentB의 video 클래스로 인한 여유 대역폭은 다른 
클래스에 의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여유 
대역폭을 다른 클래스에 할당함으로서 이론적으로 
전체 대역폭 이용률은 100%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역폭 사용을 위해서 borrow 변수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orrow 변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의 대역폭을 
빌려주었던 클래스의 서비스가 다시 시작될 때 
할당된 만큼의 대역폭을 찾아오기까지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④의 경우 
agentA의 video 클래스 서비스가 50%로 증가되었을 
때 agentA의 data 클래스, agentB의 audio, data는 
자신이 사용하던 대역폭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기 위한 대역폭 크기 결정 및 실제로 그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 agentB의 video 클래스 서비스가 
15%로 증가되었을 때 이를 사용하던 agentB의 data 
클래스는 반납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반납해야 
하는 대역폭 크기가 30%이고 해당하는 클래스가 
3개인 반면, 후자의 경우 반납해야 하는 대역폭 
크기가 15%이며 해당하는 클래스도 1개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빌려준 클래스가 대역폭을 
회수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이는 빌려준 대역폭의 크기와 지연 시간이 trade-
off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CBQ의 경우 정확히 
사용하여야 할 대역폭 값과 감소해야 할 대역폭 
크기를 수치화하여 계산하지 않고 패킷이 처리될 
때 마다 현재 클래스가 overlimit  혹은 underlimit 
만을 점검하여 대역폭을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더욱 길어 질 수 있다. 
더욱이 남는 대역폭을 빌려준 클래스가 실시간 
트래픽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borrow 변수를 활성화하여 
대역폭의 사용을 극대화하되, 대역폭을 빌려준 
클래스가 지연 시간이라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Enhanced Class Based Queuing (ECBQ) 
 
제안하는 ECBQ의 목적은 lend 클래스의 서비스 
상태에 따라 빌려줄 수 있는 대역폭을 동적으로 
조절하여 land 클래스의 서비스가 다시 시작될 때 
빌려준 대역폭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지연 
시간을 감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변수를 정의한다. 

- Ballow : 특정 클래스가 서비스 받고 남는 여분의 
대역폭 

- Brsv : 여분의 대역폭 중 다른 클래스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역폭의 크기 

- kt : 서비스 상태를 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 연속적으로 avgidle 값이 positive일 
때 1로 설정된다.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Brsv중 Ballow의 크기를 
동적으로 설정하여 제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CBQ에서 클래스는 자신의 
만족/불만족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수치화된 정확한 
대역폭 이용률을 알 수 없다. 그 대신 avgidle과 
같은 실제 traffic rate 추이를 따라가는 변수를 
통하여 현재 대역폭 사용량 및 Brsv 크기는 예측 
가능하다. 그림 4는 특정 대역폭 할당 크기보다 
적은 대역폭을 사용할 경우 avgidle변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보인다.  

  
그림 4. avgidle 값의 범위 

 
특정 대역폭이 할당량보다 작은 대역폭을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avgidle 변수는 할당 대역폭 
퍼센트 율을 고려한 변수이므로 minidle값은 0, 
maxidle 값을 1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0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Brsv가 할당된 
대역폭의 0%, 0.2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Brsv가 
할당된 대역폭의 20%, 0.8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Brsv가 할당된 대역폭의 80%, 1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Brsv가 할당된 대역폭의 100%가 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된 Brsv를 다른 클래스에게 대여할 
경우 다시 찾아오는데 다소 긴 지연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른 클래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역폭의 크기를 
식 (3)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PBB rsvallow ∗=              (3) 
 

그림 5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자. 특정 클래스가 
서비스 받고 있는 대역폭의 이용률이 (A)의 범위에 
있다면 식(1)에 따라 여유 대역폭에 비례하여 대여 
가능한 대역폭의 크기를 결정한다. 클래스 서비스 
상태가 B와 같이 대역폭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 크기까지 
서비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여 가능한 
대역폭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이 클래스가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의 크기를 찾아오기 위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5. 클래스의 대역폭 이용률에 따른 대여 크기 

결정 

마찬가지로 클래스의 서비스 상태가 C와 같이 
대역폭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때 
이를 예측하여 빌려줄 수 있는 대역폭의 크기를 
식(1)보다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상태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keeptrack(kt) 변수를 설정한다. avgidle값의 위치 값, 
P가 연속적으로 감소 상태를 보이면 kt 값은 -1로 
설정되고, 연속적으로 증가 상태를 보이면 kt값은 
1로 설정되어 빌려줄 수 있는 대역폭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KtPPBPBB rsvrsvallow ∗−∗+∗= )1)(()(      (4) 
 

4. Simualtion 
 
본 절에서는 NS2[10]를 이용하여 대역폭 사용율과 
lend class의 지연 시간의 관점에서 기존의 CBQ 
정책과 제안한 ECBQ 정책의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가정하고 있는 환경은 그림 
6과 같다. 모두 네 개의 traffic source는 한 개의 
sink로 video, 일반 CBR data를 전송하며 이 
트래픽은 모두 gateway를 거쳐야 한다. gateway에서 
sink 간의 링크는 CBQ 정책을 따르도록 
설정하였다. (실제 환경에서 CBQ는 gateway에 
설정된 큐 스케줄러 정책이나 NS2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링크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6. 시뮬레이션 환경 

 
4.1. 대역폭 이용률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4.1.1. 링크 구조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기존 CBQ와 제안한 E-
CBQ의 대역폭 이용률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대역폭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ateway와 sink 사이에 그림 7과 같은 링크 구조를 
따르도록 설정한다.(시뮬레이션 링크 구조 및 
대역폭 할당은 그림 3 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7. 시뮬레이션 링크 구조 및 대역폭 할당률 

 
이러한 링크 구조 하에서 각 traffic source의 시간에 
따른 input rate는 표 5와 같이 설정한다. 
(AV: agentA의 Video, AD: agentA의 Data, BV: agnetB의 
Video, BD: agentB의 Data) 
 
표 5. traffic source의 input rate         (단위: Kbytes) 

 0-10초 10-
20초 

20-
30초

30-
40초 

40-
50초

50-
60초

AV 500 400 300 200 100 500
AD 300 300 300 300 300 300
BV 400 400 400 400 400 400
BD 200 200 200 200 200 200

 
 

agent A와 B의 video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2로, data 
서비스의 우선순위 8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CBQ와 제안된 
ECBQ의 서비스율과 대역폭 이용률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CBQ의 경우 borrow 변수 
비활성화/활성화에 따른 대역폭 이용률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E-CBQ의 경우 kt 변수 
비활성화/활성화에 따른 이용률을 모두 측정하였다. 
 
4.1.2. 기존 CBQ의 대역폭 효율 
그림 8은 borrow 변수를 비활성화 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을 보인다. 
 

 

 
그림 8. CBQ의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 (borrow 

변수 비활성화) 

 
여유 대역폭이 있더라도 borrow 변수를 설정하기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않아 대역폭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10-50초 사이 10초 
간격으로 agentA의 video 클래스가 자신의 서비스 
율을 100Kbytes씩 감소시킴에 따라 agentA의 data 
클래스, agentB의 video, data 클래스는 10초가 경과 
할 때마다 100, 200, 300, 400Bytes의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얻는다. 그러나 borrow 변수 비활성화로 
이 대역폭은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수 없다. 50-
60초, agentA의 video 클래스가 서비스를 시작 
하지만 여유 대역폭을 다른 클래스들이 사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 시간 없이 할당된 대역 폭을 
바로 점유할 수 있다. Borrow 변수를 비 활성화 
하였을 때의 전체 대역폭 이용률은 10초 에서 
50초 사이의 결과를 평균적으로 계산 하였을 때 
83.4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9는 borrow 변수를 활성화 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각 클래스의 대역폭 이용률을 보인다. 
 

  
그림 9. CBQ의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 (borrow 

변수 활성화) 
 
여유 대역폭이 있으면 borrow 변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대역폭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대 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borrow 변수를 활성화하였을 때의 전체 대역폭 
이용률은 10초에서 50초 사이의 결과를 평균적 
으로 계산하였을 때 98.66%로 borrow 변수를 
비활성화 되었을 때보다 15.23%의 향상된 대역폭 
이득을 보였다.  
 
4.1.3. ECBQ의 대역폭 효율 
그림 10은 kt 변수를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을 보인다. 
ECBQ에서 borrow 변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여유 대역폭은 이를 필요로 하는 클래스에 
의해 공유된다. 하지만 여유 대역폭을 대여 정도를 
제한하는 정책 때문에 borrow 변수가 활성화 된 



기존 CBQ보다는 적은 대역폭 효율을 보일 것이다. 
시간대 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10. ECBQ의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 (kt 변수 

비활성화) 
 
kt 변수를 비활성화 되었을 때 전체 대역폭 
이용률은 평균적으로 92.39%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1은 kt 변수를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을 보인다. agentA의 
video 클래스가 연속적으로 서비스하는 양이 
줄어듦에 따라 빌려주는 있는 대역폭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시간대 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11. ECBQ의 클래스별 대역폭 사용량 (kt 변수 

활성화) 
 

kt 변수를 활성화하였을 때 전체 대역폭 이용률은 
10초에서 50초간 평균적으로 94.95%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kt 변수가 비활성화 되었을 때보다 
대역폭 이용률이 19.21% 향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4.1.4.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ECBQ의 방법 기존의 
CBQ에서 borrow 변수를 활성화 시킨 효율보다는 
못 비쳤지만 비활성화 시켰을 때의 성능보다 
뛰어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lend 클래스의 지연 시간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4.2.1. 링크 구조 
이 시뮬레이션은 기존 CBQ와 제안한 ECBQ에서 
여분의 대역폭을 빌려준 클래스가 다시 자신의 
서비스가 시작될 때 자신에게 할당된 대역폭만큼 
찾아오는데 소요되는 지연 시간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gateway와 sink 사이에 그림 19와 
동일한 링크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다른 agent내 클래스에게 빌려준 대역폭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은 agent내 
클래스에게 빌려준 대역폭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서로 다른 agent간에 대역폭을 공유 할 경우 
각 traffic source의 시간에 따른 input rate는 표 8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같은 agent내 다른 클래스로 
부터 대역폭을 회수하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traffic 
source의 input rate는 표 9와 같이 설정하였다. 
ECBQ의 경우 kt 변수 비활성화/활성화에 따른 
이용률을 모두 측정하였다. 
 
표 7. agent간 지연 시간 측정을 위한 traffic source의 

input rate                        (단위: Kbytes) 

 0-10초
10-

20초
20-

30초 
30-

40초 
40-

50초
50-

60초
AV 500 400 300 200 100 500
AD 200 200 200 200 200 200
BV 250 250 250 250 250 250
BD 410 410 410 410 410 410

 
 
표 8. class간 지연 시간 측정을 위한 traffic source의 

input rate                         (단위: Kbytes) 

 0-10초 10-
20초

20-
30초 

30-
40초 

40-
50초

50-
60초

AV 500 400 300 200 100 500
AD 600 600 600 600 600 600
BV 250 250 250 250 250 250
BD 50 50 50 50 50 50 

 

 60-
70초

70-
80초

80-
90초 

90-
100초 

100-
110초

110-
120초

AV 500 500 500 500 500 500
AD 200 200 200 200 200 200
BV 250 200 150 100 50 250
BD 300 300 300 300 300 300

 
 
4.2.2. 기존 CBQ의 지연 시간 
그림 12는 여유 대역폭을 다른 agent의 클래스에게 
빌려주었을 때, 대역폭 회수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12. CBQ의 agent간 지연 시간 

 
그림 13은 클래스간 대여 대역폭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13. CBQ의 클래스간 지연 시간 

 
4.2.3. ECBQ의 지연 시간 
그림 14는 kt가 설정되지 않은 ECBQ에서 여유 
대역폭을 다른 agent의 클래스에게 빌려주었을 때, 
대역폭 회수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14. ECBQ의 agent간 지연 시간 (kt 변수 

비활성화) 
 

그림 15는 kt가 설정된 ECBQ에서 여유 대역폭을 
다른 agent의 클래스에게 빌려주었을 때, 대역폭 
회수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15. ECBQ의 agent간 지연 시간 (kt 변수 

활성화) 
 

그림 16은 kt가 설정되지 않은 ECBQ에서 여유 
대역폭을 같은 agent의 클래스에게 빌려주었을 때, 
대역폭 외수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16. ECBQ의 클래스간 지연 시간 (kt 변수 

비활성화) 
 

그림 17은 kt가 설정된 ECBQ에서 여유 대역폭을 
같은 agent의 클래스에게 빌려주었을 때, 대역폭 
회수에 소요되는 지연 시간 측정 결과를 보인다. 
 



  
그림 17. ECBQ의 클래스간 지연 시간 (kt 변수 

활성화) 
 
4.2.4. 결과 
표9와 표10은 각각 agent간, 클래스 간 경우에 따른 
지연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인다. 
 
표 9. agent간 지연 시간              (단위 : 초) 

CBQ(borrow) ECBQ(kt변수 
비활성화) 

ECBQ(kt변수 
활성화) 

6.75-7 2.75-3 3.75-4 
 
표 10. 클래스간 지연 시간            (단위 : 초) 

CBQ(borrow) ECBQ(kt변수 
비활성화) 

ECBQ(kt변수 
활성화) 

agent A agent B agent A agent B agent A agent B

5-5.25 3-3.25 2-2.5 0.75-1 3-3.25 2-2.5
 

 
I-TUT의 패킷 지연시간 권고 값을 80ms이다. 이 
값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지연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 성능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만약 지연시간보다 대역폭이 중요 
하다면 kt 변수 설정을 통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다. 
 
5. 결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트래픽 
특성에 따른 QoS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큐 
스케줄러가 연구되어 왔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CBQ로 FQ와 PQ의 특성을 결합한 형태의 
정책이다. 하지만 CBQ에서 대역폭과 지연시간은 
trade-off 관계에 있으며 두 요소 중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CBQ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ECBQ 
정책을 제안하였다. 각 클래스의 서비스 상태에 
따라 빌려 줄 수 있는 대역폭의 크기를 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였고 현재의 서비스 상태를 근거로 
미래의 서비스율을 예측하여 빌려주는 대역폭 

크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CBQ보다 대역폭과 지연 
시간을 균형 있게 보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CBQ 정책 내에서 대역폭과 지연 시간을 
decoupling 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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