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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은 통신 노드들이 전달해야 할 다수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기술
을 일컫는다. 이러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을 활용하면 네트워크상에서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
라서 WiMAX와 LTE-Advanced와 같이 사용자에게 대용량의 무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
워크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이 주요 후보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
로 출현할 4G 통신망에서 네트워크 부호화의 활용방안을 알아보고자 무선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고려한 기
존 연구들을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각 계층별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주제어: 네트워크 부호화, 네트워크 프로토콜, 물리 계층, MAC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Network coding refers to a scheme with which nodes may send out a coded data in a single transmission with
combining several data to be forwarded separately. By using an appropriate network coding scheme, we can
improve the network performance in several aspects. Hence, in order to further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Next Generation Networks (NGNs), e.g., WiMAX and LTE-Advanced, which should provide high data rate
services, network coding is considered as one of important candidate techniques that can be incorporated into
NGNs. In order to study the applicability of network coding in the emerging 4G networks, in this paper, we
survey the previous works for incorporating network coding into various layers in communication networks.
Keywords: Network coding, Network protocol, Physical layer, MAC layer, Network layer, Transport layer

I. 서 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보
다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무선 멀
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WiMAX라고도 지칭되는 IEEE 802.16m
과 3GPP의 LTE-Advanced는 도심에서의 고속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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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설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차
세대 통신망 표준들은 OFDM/OFDMA, MIMO,
AMC 등의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채택하여 성능 향
상을 꾀하고 있다.
네트워크 부호화는 통신 노드들이 전달해야 할 다수
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기
술을 일컫는다. 특히 네트워크 부호화와 관련된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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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트워크 부호화

많은 연구들은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이 무선 네트워크
에 적절히 응용되었을 때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WiMAX나 LTE-Advanced와 같은 4G
통신망 또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목
표 시스템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이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어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네트워크 부화
화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하며 각 무선통신 계층별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네트워크
부호화는 그 적용 계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접근법이 연
구되었다. 예를 들어 물리 계층에서는 상위 계층에서와
달리 중간에 있는 무선 노드가 여러 신호를 한번에 수신
하여 네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하는 아날로그 네트워크
부호화나 채널 코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MAC 계층 및 상위 계층에서는 다양한 토폴
로지를 반영하여 네트워크 부호화 방법을 결정하고 그
에 따른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계층 및 전송 계층에서는
종단간 통신의 성능 및 라우팅이 네트워크 부호화 문제
와 함께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4G 통신망에서 네트
워크 부호화의 접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선 네트
워크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을
각 계층별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네트워
크 부호화의 기본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정리한다. III장에서 VI장까지는 각각 물
리 계층, MAC 계층, 네트워크,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
네트워크 부호화가 적용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네트워크 부호화의 정의 및 장점
1. 네트워크의 분류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노드 집합 V, 각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 e의 집합 E, 각 링크 e의 전송 용
량 c(e)로 구성된다. 노드 집합 중에서는 정보를 발생
하는 소스 노드(source node) 와 정보를 수신하는 목적
노드(destination node)가 존재한다. 네트워크의 분류
는 네트워크의 목적에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유니캐스
트(unicast), 멀티캐스트(multicast), 브로드캐스트
(broadcast)로 나뉘어진다.
유니캐스트 네트워크는 하나의 소스 노드의 메시지
를 하나의 목적 노드로 전달하는 방법이고 브로드캐스
트 네트워크는 하나의 소스 노드 메시지를 모든 목적 노
드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멀티캐스트 네트워크는 일부
목적 노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유니캐스트와 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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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나비 모양 네트워크

캐스트 네트워크상에서의 최대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
는 라우팅 기법이 포드 펄커슨(Ford-Fulkerson) 알고
리즘과 에드몬즈 카프(Edmonds-Karp) 알고리즘에 의
해서 증명되었다[1],[2]. 그러나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상에서의 최대 전송 효율을 얻는 라우팅 기법은 NPhard로 알려져 있으므로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전달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4].
이러한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에 적합한 정보 전달 기법
이 네트워크 부호화다.

{(r1,r2 ):0≤r1,0≤r2,r1+r2≤b}.

(1)

반면에 네트워크 부호화를 이용하여 노드 C에서 노드 A
와 노드 B로부터 들어온 메시지 두개를 XOR 연산을 수
행한 후 네트워크 부호화된 정보를 노드 D로 전달한다.
각 목적 노드 t1과 t2는 노드 E와 노드 F로부터 받은 메
시지와 노드 D로 받은 메시지를 다시 XOR 연산을 통
해서 각 송신 노드 s2와 s1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얻어
낼 수 있고 이때의 얻을 수 있는 전송률은 식 (2)와 같다.

2. 네트워크 부호화 정의 및 특징
네트워크 부호화란 네트워크 내 노드들로부터 받은
각각의 메세지를 받은 수신 노드가 간단한 연산을 통해
서 융합한 메시지를 각각의 목적 노드들에 동시에 전달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부호화를 거친 수신
노드의 전송 메시지는 그림 2와 같이 이전 수신 메시지
들의 함수 형태가 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부호화는 송신(transmission),
융합(mixing), 재융합(remixing)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네트워크 부호화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로 정의가 된다.
2.1. 전송률 최대화
네트워크 부호화의 장점 중 하나는 전송률을 증가
시켜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은 나비
(butterfly) 네트워크를 가정해 보자.
각 링크는 최대 b 비트 전송률을 가지고 송신 노드
s1과 s2는 각 목적 노드 t2과 t1에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목적 노드 t2는 데이터 전송률 r1을 라우팅 경로
(s1→A→C→D→F→t2)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데이터
r2는 라우팅 경로 (s2→B→C→D→E→t1)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병목 링크 (C→D)를 서로 공유하
게 된다. 라우팅 기법으로 이 병목 링크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시간 분할 기법이 필요하게 되고 이럴 경우 얻을
수 있는 전송률은 식 (1)과 같다.

{(r1,r2 ):0≤r1≤b,0≤r2≤b}.

(2)

식 (1)과 식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부
호화는 기존의 라우팅 기법 대비 단위 시간당 최대 전송
효율을 만족하는 전송 기법이다.
2.2. 비트당 에너지 최소화
네트워크 부호화의 장점 중 두번째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캐스팅을 통해 정보 전달시 패킷당 에너
지를 최소화 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림 4는 노드들이 정
사각형 형태로 배열된 무선 네트워크로 송신 노드 s가
각 목적 노드 t1, t2에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정보
전달 횟수를 총 사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도록 하자.
일반적인 라우팅을 통해 t1과 t2에 정보 전달시 그림 4
의 (a)와 같이 최소 5번의 전송 횟수가 필요하다. 하지
만 네트워크 부호화를 적용할 경우 그림 4의 (b)와 같
이 두 패킷 a와 b를 전송시 총 9번의 전송 횟수가 필요
하게 되고 따라서 패킷당 전송 횟수는 4.5번이 되게 된
다(즉 a와 b 메시지가 t1과 t2에 전달되는 데 3번씩의
전송이 필요하고 t1과 t2 사이의 중계 노드에 순차적으
로 전송된다. 중계 노드는 네트워크 부호화 (a+b)를
통해서 각 목적 노드에 동시에 전송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형 네트워크 부호화는 항상 패킷당 에너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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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패킷당 에너지 최소화 네트워크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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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연시간 최소화 네트워크 부호화

화를 얻을 수 있다[3]. 반면에 멀티캐스팅 라우팅의 에
너지 최소화와 같은 문제의 경우는 현재 NP-hard로 알
려져 있다[4].

시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을 가지지만 각 노드의 네트워
크 부호화 수행에 따른 복잡도가 증가하고 현존하는 인
프라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비교적 보안에 취약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2.3. 지연시간 최소화
네트워크 부호화의 또 다른 장점은 지연시간을 최소
화 시켜준다는 점이다. 그림 5와 같은 4면체의 네트워
크에서 송신 노드가 목적 노드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하
지 않을 경우 그림 5(a)와 같이 메시지 a와 b를 전달하
는 각각의 트리가 3개씩 필요하게 되고 이는 최소 지연
시간이 3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는 에드몬드의 이론
(Edmond’
s theorem)[5]을 위배하는 반면에 네트워
크 부호화 접목시 그림 5(b)와 같이 메시지 a와 b 그리
고 a+b에 대한 각각의 트리가 2개씩만 필요하게 되어
최소 지연시간이 2를 만족하게 되고 이는 에드몬드의
이론을 만족하며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게 된다.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 부호화 접목

III. 물리 계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본 단원에서는 단일 중계기 양방향 통신 모형에서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단일 중계기
양방향 통신은 그림 6과 같이 두개의 노드가 중계기를
이용해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이다. 노드
A(B)는 길이가 kA(kB)인 정보 비트 xA(xB)를 채널 부호
화하여 길이가 nA(nB)인 부호화된 비트 wA(wB)를 얻고
이를 심볼 변조를 거쳐 길이가 m인 심볼 배열 SA(SB)를
중계기로 송신한다. 중계기에서 보내는 심볼 배열 SR은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모형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드 A(B)가 다른
노드 B(A)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드 A(B)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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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단일 중계기 양방향 통신 모형

계기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시간 슬롯과 중계기가 노드
B(A)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시간 슬롯이 필요하다. 그
러므로 한개의 노드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두개의
시간 슬롯이 필요하고 두개의 노드가 양방향 통신을 하
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시간 슬롯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하면 중계기가 양방향의 신호를 동시에
송신하므로 4개보다 적은 시간 슬롯만을 사용하여 양방
향 통신이 가능하다. 중계기가 두 노드의 신호를 순차
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총 3개의 시간 슬롯이 필요하고
중계기가 두 노드의 신호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총 2
개의 시간 슬롯으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중계기가 서로 다른 시간 슬롯에서 각 노드의 신호
를 받는 3단계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에서는 양방향 통
신을 위해 총 3개의 시간 슬롯이 필요하다. 첫번째 시
간 슬롯에서는 중계기가 노드 A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
를 복호한다. 두번째 시간 슬롯에서는 중계기가 노드 B
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를 복호한다. 마지막 세번째 시
간 슬롯에서는 중계기가 네트워크 부호화한 신호를 양
방향으로 송신한다. 3단계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은 네
트워크 부호화 방법에 따라 NBC(Network encoding
Before Channel encoding) 기법과 NAC(Network
encoding After Channel encoding) 기법[6], 그리고
FNAC(Flexible NAC) 기법[7]으로 나눠진다.
•NBC 기법: 복호한 각 노드의 정보 비트 ＾
x A와 ＾
x B를

비트 단위로 XOR를 하여 네트워크 부호화된 비트
xR=＾
xA⊕ ＾
xB를 얻는다. 이 후 네트워크 부호화된 비
트 xR을 채널 부호화를 해서 wR을 얻고 심볼 변조기
(symbol modulation)를 거쳐 SR을 얻는다. NBC
기법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 이후 채널 부호화와 심
볼 변조를 수행하므로 양방향의 신호가 동일한 채널
부호율과 심볼 변조 기법을 사용한다.
•NAC 기법: 복호하여 얻은 각 노드의 비트 정보 ＾
xA
와＾
x B를 채널 부호화하여 ＾
w A와 ＾
w B를 얻은 다음 네
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해서 wR=w
＾A⊕＾
w B을 얻는다.
이 후 네트워크 부호화된 비트 wR을 심볼 변조기를
거쳐서 SR을 얻고 이를 양방향으로 송신한다. NAC

기법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가 채널 부호화 이후에
수행하므로 양방향이 서로 다른 채널 부호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FNAC 기법: 기본적인 동작은 NAC 기법과 같으나
양방향의 채널 상황이 다른 경우에 적합한 기법이다.
노드 A와 노드 B는 모부호(mother code)를 펑처링
하여 부호율을 변환하는 부호율 호환 부호(rate
compatible code)를 사용하여 신호를 송신한다. 또
한 중계기는 노드 A와 노드 B가 사용하는 부호율 호
환 부호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노드 B의 변
조 차수(modulation order)가 노드 A의 변조 차수보
다 높으면 nB는 nA보다 크다. 이 경우 중계기는 양방
향 부호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노드 A로부터 받은
부호어의 길이를 늘린다. 노드 A로부터 받은 신호로
부터 부호어를 복호해서 정보 비트를 얻는다. 이를
다시 부호화하여 펑처링되기 전의 모부호어를 얻고
모부호어를 노드 A에서 보다 nB-nA를 적게 펑처링하
여 양방향의 길이를 맞춘다. 즉 노드 A가 보낸 신호
의 부호율이 rA였다면 중계기가 송신하는 노드 A 신
호의 부호율은 rA nA/nB가 된다. 만약 모부호의 부호
율이 rA nA/nB보다 높으면 부족한 비트 수를 반복하
여 부호어의 길이를 맞춘다.
NBC 기법에서는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네트워
크 부호화를 하므로 양쪽에서 보낸 정보 비트 xA와 xB의
길이인 kA와 kB가 동일해야 한다. NAC 기법에서는 채
널 부호화를 한 뒤 네트워크 부호화를 하므로 양쪽에서
보내는 정보 비트의 길이는 달라도 된다. 하지만 채널
부호화를 한 뒤의 비트 wA와 wB의 길이인 nA와 nB는 동
일해야 한다. FNAC 기법은 양방향이 보낸 wA와 wB의
길이가 다른 경우 펑처링된 비트를 복원함으로써 양방
향의 길이를 맞추는 기법이다. FNAC 기법을 사용하
면 중계기가 노드 A와 B 중 한곳에 가까운 비대칭 채널
환경에서 NAC 기법보다 높은 전송률을 얻을 수 있다.
총 2개의 시간 슬롯을 사용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
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으로는 PNC(Physical layer
Network Coding) 기법[8],[9], MAC/BC(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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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Channel/Broadcast Channel) 기법[10],
AM/FW(Amplify/Forward) 기법[11],[12], LNC
(Lattice based Network Coding) 기법[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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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A+SB+n
•PNC 기법: 중계기가 양방향으로부터 신호 SA와 SB를

동시에 받는다. 동시에 받은 신호로부터 ＾
w A와 ＾
w B를
각각 추정하는 대신에 양방향의 비트를 XOR한 신호
wR=w
＾A⊕＾
w B을 추정한다. 추정한 wR을 심볼 변조
기를 거쳐 SR을 얻는다.
•MAC/BC 기법: 중계기가 양방향으로부터 신호를 동
시에 받은 후 양방향의 신호를 MAC에서와 같이 각
각 순차적으로 복호한다. 예를 들어 중계기가 노드
A의 신호를 먼저 복호하는 경우에는 노드 B의 신호
를 간섭으로 두고 노드 A의 신호를 복호한다. 이 후
노드 A의 신호를 제거하여 간섭을 없앤 후 노드 B의
신호를 복호한다. 노드 각각의 신호를 복호한 뒤에
NAC 기법처럼 네트워크 부호화를 한 xR=x
＾A⊕＾
xB
을 얻고 이를 심볼 변조를 거친 뒤 송신한다.
•AM/FW 기법: 첫번째 시간 슬롯에서 중계기가 양방
향으로부터 신호를 동시에 받는다. 두번째 시간 슬
롯에서 수신신호를 복호하지 않고 증폭만하여 양쪽
으로 송신한다. 예를 들어 노드 A와 중계기 사이의
채널이 hAR이고 노드 B와 중계기 사이의 채널이 hBR
이며 중계기에서의 정규 잡음이 nR인 경우 중계기에
서는 hAR SA+hBR SB+nR을 수신하고 이를 증폭한 신
호 SR=AR(hAR SA+hBR SB+nR)을 양방향으로 송신
한다. 여기서 AB는 증폭지수이다.
•LNC 기법: 이 기법에서는 Λ⊆Λ1을 만족하는 m 차
원의 래티스쌍 (lattice pair) (Λ,Λ1)을 사용한다. 래
티스 Λ과 Λ1의 보로노이 영역(Voronoi region)은 각
각 Rv (Λ)과 Rv (Λ1)이고 보로노이 영역 Rv (Λ)의 각
차원당 2차 모멘트(second moment)는 P이다. 노드
A의 정보 비트 wA는 연대된 채널 부호화기와 심볼
변조기를 거쳐 한 래티스 점(lattice point) LA∈{Λ1
∩Rv (Λ)}에 전사 (mapping)된다. 노드 B에서도 동
일한 연대 채널 부호화기와 심볼 변조기를 사용하여
정보 비트 wB는 한 래티스 점 LB∈{Λ1∩Rv (Λ)}에
전사된다. 각 노드는 서로 독립적으로 임의의 떨림
벡터(random dither vector) dA와 dB를 생성하고 떨
림 벡터는 모든 노드와 중계기가 알고 있다고 가정한
다. 떨림 벡터를 사용하여 노드 A와 B는 각각 다음
의 심볼을 동시에 중계기로 송신한다.

SA=(LA-dA) mod Λ,
SB=(LB-dB) mod Λ.

AWGN 채널을 가정하면 중계기는 두 신호를 수신하

를 얻는다. 중계기에서는 각각의 래티스 심볼을 따
로 추정하지 않고 노드에게 송신할 신호인
L=(LA+LB) mod Λ을 추정한다. 중계기에서 추정
한＾
L 은 떨림 벡터를 더하여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L =(αy+dA+dB) mod Λ
=(L+αn-(1-α)(SA+SB)) mod Λ.

여기서 α는 추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E[{αn-(1α)(SA+SB)}2]를 최소화시키는 값인 2P/(2P+σ 2)으
로 잡는다. 중계기는 노드 A와 B에 추정한 래티스
심볼 ＾
L =SR을 송신한다.
위의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의 양방향 달성가능 전송
률(two-way achievable rate)은 다음과 같다. 노드 A
와 중계기 사이의 채널과 노드 B와 중계기 사이의 채널
이 AWGN 채널이라고 가정하였고 각 단말의 송신 전
력은 P라고 한다. NBC 기법의 양방향 달성 가능 전송
률 RNBC과 NAC 기법의 양방향 달성 가능 전송률
RNAC은 동일하게

2
1
P
RNBC=RNAC≤---------- ---------- log2 1+--------3
2
N0

(

(

))

이다[13]. 이는 위 채널 가정에서는 양방향 채널이 동
일하기 때문에 노드 A와 B가 동일한 채널 부호화기와
심볼 변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PNC 기법에서 각
단말이 BPSK, PAM, QAM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신단
과 수신단 사이에 2진 대칭 채널(binary symmetric
channel)을 야기시키고 이때의 양방향 달성 가능 전송
률 RPNC는

1
RPNC≤----------(1-H(Pe))
2

이다[13]. 여기서 Pe는 변조 기법에 따라 변하는 오류
확률이고 H(·)는 2진 엔트로피(binary entropy)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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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들의 양방향 전송률

이다. MAC/BC 기법의 양방향 달성가능 전송률
RMAC/BC, AM/FW 기법의 양방향 달성 가능 전송률
RAM/FW, LNC 기법의 양방향 달성 가능 전송률 RLNC는
각각

1
2P
RMAC/BC≤---------- log2 1+--------- ,
4
N0

(

)

1
β 2P
RAM/FW≤---------- log2 1+---------------------------2----------- ,
4
N0+β N0

(

1
1
P
RLNC≤---------- log2 ---------+-----------2
2
N0

(

)

)

이다[14],[15]. 여기서 β
=√(P/(2P+N0)이다.
그림 7은 각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의 달성 가능 전
송률을 SNR에 따라서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7을 통
해 SNR이 큰 경우에는 LNC의 성능이 가장 좋고
MAC/BC 기법의 성능이 가장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SNR이 작은 경우에는 PNC 기법이 가장
성능이 좋고 AM/FW의 성능이 가장 나쁘다.
달성 가능 전송률 이외에 각각의 네트워크 부호화 기
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NBC 기법과 NAC 기
법은 다른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에 비해 낮은 복호화 복잡
도를 갖는다. PNC 기법은 넓은 범위의 SNR 에서 최적
에 가까운 달성 가능 전송률을 갖지만 각 단말의 캐리어
위상 동기(carrier phase synchronization)를 맞추기 어
려운 단점이 있다. MAC/BC 기법은 낮은 SNR에서

뛰어난 달성가능 전송률을 갖지만 NBC 기법과 NAC
기법에 비해 복호화 기법의 복잡도가 높다. AM/FW
기법은 중계기가 복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높
은 SNR에서는 MAC/BC 기법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
는다. LNC 기법은 SNR이 큰 경우에는 전송용량에 근
접한 값을 갖지만 SNR이 작은 경우에는 성능이 열화되
고 다른 기법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IV. MAC 계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1. 다중 홉 무선 환경에서의 MAC 계층 XOR 네트워크
부호화
네트워크 부호화가 무선통신 환경에 적용될 경우 얻
을 수 있는 성능 이득의 정도는 무선 노드들의 위치 뿐
만 아니라 중계 노드들의 네트워크 부호화 수행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무선 노드들
의 MAC 계층에서 수행되며 따라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부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MAC 계층 프로토
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16]에서는 다중 홉 무선 환경에서 MAC 계층 XOR 네
트워크 부호화가 적용될 경우의 성능 이득을 대표적인
몇 가지의 토폴로지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그림 8에서 노드 X와 A가 각각 노드 O를 통해 노드
Y와 B에게 패킷을 전달하고자 할 때 기존의 전송 방법
으로는 총 4회의 전송이 필요한 반면 XOR 네트워크 부
호화를 적용할 경우 3회의 전송으로 같은 수의 패킷을
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전송률 측면
에서 4/3의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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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회적 네트워크 부호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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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최적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18]

특히 보다 많은 무선 노드들이 존재할 경우 중계 노드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패킷들을 함께 결합하여 네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기
회적 (opportunistic) 네트워크 부호화’
라고 한다. 예
를 들어 그림 9에서와 같이 중계 노드 B가 네개의 패킷
을 큐에 저장하고 있고 노드 A, C, D는 각각 두개의 패
킷을 저장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중계 노드 B가 패킷
P1, P3, P4를 함께 부호화하여 전송할 경우 노드 A, C,
D가 동시에 각자의 패킷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률 측면에서 최적의 네트워크 부호화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회적 네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
계 노드는 이웃 노드들의 패킷 보유 상황을 직/간접적으
로 알고 있어야 하며 어떤 패킷을 함께 결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목적 노드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가정한 시스템 모델에서는 주어진 전송기회에서
중계 노드가 가능한 많은 패킷을 함께 결합하여 전송하
는 것이 MAC 계층 관점에서의 최적의 네트워크 부호
화다. 따라서 그림 10에서와 같이 중계 노드가 세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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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회적 라우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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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를 이용한 패킷 재전송[21]

패킷을 저장하고 있고 나머지 목적 노드들이 그 중 두
개씩의 패킷을 저장한 상태라면 중계 노드가 세개의 패
킷을 부호화하여 한번에 전송하는 것이 MAC 계층 관
점에서의 최적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MAC 계
층 모델은 무선 채널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17]과 [18]에서는 중계 노드와 목적 노드들
사이의 무선 채널 상태를 고려한 최적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17]에서는 각 무선 링크의 전송
용량을 Shannon전송 용량 모델로 가정했을 때 MAC
계층 관점의 최적 네트워크 부호화가 전송률 측면에서
최적이 아님을 보였다. 이와 달리 [18]에서는 변조
(modulation) 기법과 그에 따른 BER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MAC 계층 관점의 최적 네트워크
부호화가 전송률 측면에서도 최적임을 보였다.
앞에서 소개한 MAC 프로토콜은 중계 노드가 고정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19]에서는 다수의 이웃 노

드들 중 네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할 중계 노드를 결정할
수 있는 MAC 프로토콜인 BEND를 제안하였다. 그림
11에서는 노드 X와 U가 각각 노드 A와 C를 통해 노드
Y와 V에게 패킷 P1와 P2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이 때 BEND는 중계 후보 노드들 중 네트워크 부호화
여부를 고려하여 최적의 중계기를 고르고 이를 라우팅
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기회적 라우팅(opportunistic
routing)을 통해 주어진 토폴로지의 잠재적인 네트워크
부호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2.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를 이용한 재전송 프로토콜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는 선형 네트워크 부호화를 현
실적인 네트워크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
다.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N개의 블록[b1,b2,⋯,bN]으로 나누어지고 소스 노드는

4G System: 차세대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반의 계층별 프로토콜 분석

790

Subchannel 1

Subchannel 2
MS1

MS2

Subchannel 3

BS

그림 13. 기지국을 통한 네트워크 부호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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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계기를 통한 네트워크 부호화 [27]

N개의 블록에 적용될 부호화 계수 벡터 [c1,c2,⋯,cN]을
주어진 갈루와 (Galois) 필드 내에서 임의로 결정한다.
부호화된 블록 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x=Σ

i=1

ci bi .

따라서 하나의 부호화된 블록은 기존 데이터 블록들의
선형 결합이다. 목적 노드가 본래의 패킷을 얻기 위해
서는 N개의 부호화된 블록이 필요하며 이들의 부호화
계수 벡터는 서로 선형 독립해야 한다. 이 경우 가우
스-조던 소거법을 이용해 본래의 패킷을 추출할 수 있
다. [20]에서는 기존의 HARQ(Hybrid Automatic
Retransmit reQuest) 재전송 기법을 대신해 랜덤 네
트워크 부호화를 접목한 MAC 계층 프로토콜인
MRNC를 제안한다. MRNC에서 소스 노드는 한 패킷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호화된 블록을 생성하여 전송
하고 목적지 노드는 N개의 선형 독립적인 블록을 수신
했을 경우 해당 패킷에 대한 ACK을 전달하여 다음 패
킷을 전송하도록 한다.
[21]에서는 MRNC를 보다 현실성있게 개선한 재
전송 기법인 Drizzle을 제안했다. 그림 12와 같이
Drizzle에서는 본래의 패킷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의 부

호화된 블록을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목적 노드가 소스
노드에게 NACK을 전달한다. 해당 NACK은 본래의
패킷을 추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호화된 블
록 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송신 노드는 이에 해당하는
수의 블록만 새롭게 생성해서 전송하면 된다. 이와 같
은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를 이용한 재전송 기법들은 기
존의 HARQ에 비해 시그널링 오버헤드가 작고 간단하
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22]에서는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를 사용했을
경우 멀티캐스트 채널에서 기존의 ARQ에 비해 패킷의
최종 전달에 걸리는 지연시간이 감소함을 보였다.
3. 다중 반송파 시스템에서의 네트워크 부호화 및
자원 할당 기법
네트워크 부호화가 OFDMA와 같은 다중 반송파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각 OFDMA 부채널은 각자 다른
무선 링크에 할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네
트워크 부호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16]과 같이 네
트워크 부호화 기반 MAC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802.11과 같은 단일 반송파 시스템을 목적으로 시작되
었고 이는 최근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는 셀룰러 통신망
이나 차세대 통신망과 같은 OFDMA 기반 시스템에 직
접적으로 응용하기 힘들다. 이에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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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협력 통신 시나리오

네트워크 부호화가 접목된 OFDMA 시스템에서의 최
적 자원 할당 문제와 최적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23]과 [24] 에서는 그림13과 같이 네트워크 부호
화가 가능한 기지국을 통해 사용자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가정하였다. 기지국은 각 사용자 링
크의 채널 상태를 파악하여 부채널을 어떤 링크에 할당
할지와 어떤 사용자들을 선택하여 XOR 네트워크 부호
화를 수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세션들 중 최소 전송률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OFDMA 부채널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25]~[27]과 같은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림
14와 같이 무선 중계 노드가 사용자의 업링크 데이터와
다운링크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을 고려
하였다. [25]와 [26]에서는 전체 전송률 합의 최대화
를 목표로 하는 부채널 및 전송 전력 할당 문제를 다루
었다. [27]에서는 동일한 시스템에 기회적 스케쥴링을
고려하여 전체 전송률 합의 평균값을 최대화하는 최적
부채널 할당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때 중계 노드는
각 부채널별로 채널 상태를 반영하여 업링크 전송(중계
기-기지국), 다운링크 전송(중계기-사용자), 그리고 네
트워크 부호화 전송 중 최적의 전송 기법을 선택한다.
기회적 스케쥴링이 적용된 경우 네트워크 부호화로
인한 전송률 이득은 전체적인 셀 반경 또는 전송 거리에
따라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셀 반경이 작은 경우
에는 경로 손실(path loss)이 심각해질수록 중계 노드
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호화로 인한
성능 이득이 증가하며 셀 반경이 큰 경우에는 경로 손실
이 증가할수록 페이딩에 의한 양쪽 링크의 전송 용량 차
이의 증폭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호화 이득이 점차 감소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중계기-사용자 링크와 중계기-기
지국 링크의 전송용량 편차가 클수록 네트워크 부호화
보다 일반적인 전송 기법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네트워
크 부호화에 의한 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호화된 패킷의 전송률은 브로드
캐스트 되는 두 링크의 전송 용량에 모두 의존적이기 때
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부호화된 데이터는 기지국

과 사용자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므로 최대 전송
률 rNC는 중계기-기지국 링크의 전송 용량 rRS-BS와 중
계기-사용자 링크의 전송 용량 rRS-MS 중 작은 값에 의
해 제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rNC≤min(rRS-BS, rRS-MS) .

따라서 두 링크의 채널 상태가 다를 경우 네트워크
부호화의 효율 측면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며 스케
쥴링시 네트워크 부호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응
적으로 채널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네트워크 부호화를 이용한 협력 통신
네트워크 부호화는 협력 통신 시스템에 접목되어 보
다 높은 공간 다이버시티를 획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림 15에서와 같이 기존의 협력 통신에서 소스 노드
s0는 목적 노드인 d0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
계 노드 r의 도움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 프레임을 두개의 시간 슬롯으로 나눈
뒤 첫번째 시간 슬롯에서는 소스 노드가 자신의 데이터
를 목적 노드에게 전송하고 옆에서 이를 수신한 중계 노
드 r이 두번째 시간 슬롯에서 해당 데이터를 목적 노드
에 전달하게 된다. 목적 노드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수신한 두개의 신호를 결합하여 본래의 패킷을 복호하
고 이로써 데이터의 전송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6에서와 같이 다수의 세션이 공통의 중계 노
드 r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부호화에 대한 효
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N개의 세션이 공통의 중계 노
드 r을 공유할 경우 기존의 협력 통신 기술은 그림 16에
서와 같이 프레임을 2N개의 시간 슬롯으로 나누어 각각
의 세션에 할당해야 한다. 이 경우 총 2N개의 시간 슬롯
중 N개의 시간 슬롯이 중계기 협력 통신에 사용된다.
하지만 네트워크 부호화가 적용될 경우 중계 노드는 저
장된 모든 데이터를 선형 결합하여 부호화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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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네트워크 부호화를 이용한 협력 통신[30]

한번에 전달할 수 있으며 부호화된 데이터를 수신한 목
적 노드들은 이를 이용하여 본래의 패킷을 복호한다.
중계 노드가 네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하므로 프레임은
N+1개의 시간 슬롯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각 시간 슬
롯은 기존의 협력 통신의 경우에 비해 더 긴 구간을 할
당받을 수 있다. [28]에서는 이와 같이 협력 통신에 네
트워크 부호화가 접목될 경우 통신 실패 확률이 기존의
협력 통신에 비해 낮아짐을 보였다. 하지만 [29]에서
는 아날로그 네트워크 부호화가 적용될 경우 세션의 수
가 증가하면 전달되는 노이즈도 같이 증가함으로 인해
오히려 전송률 측면에서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을 보였다. 이는 실제로 어떤 세션들을 부호화에 포함
시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30]에서는 이를 고려
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부호화 그룹 결정하기 위한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밖에도 [31]에서는 다수의 협
력 중계기가 있는 상황에서 중계기에서의 네트워크 부
호화된 패킷의 손실률을 고려한 기회적 중계기 선택 기
법을 제안하였고 [32]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가 가능
한 협력 중계기를 활용하기 위해 클러스터 기반의 다중
홉 통신 모델을 제안하였다.
5. 네트워크 부호화 표준 적용 연구
현재 이동통신 표준에서는 네트워크 부호화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동통신 표준에 네트워
크 부호화를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16],[20],[33],[34]. [16]과 [33]에서는
IEEE 802.11의 MAC 계층에 네트워크 부호화를 적용
시 다중 홉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end-to-end의 유니
캐스트 전송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

한 [20]에서는 WIMAX (IEEE 802.16) 표준에 랜덤
네트워크 부호화 적용 방법에 대해서 크게 단일 홉 통
신, 핸드오버, 다중 홉 통신과 같은 3가지 경우로 나누
어서 제안하였다. [34]에서는 LR-WPAN(IEEE
802.15.4)에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부호화를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서 전송률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성
능이 향상됨을 보였다.

V.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링크간의 간섭 또는 라
우팅 경로의 홉수를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라우팅
경로를 선택하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네트워크 부호화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 세션이
선택한 라우팅 경로에 따라서 부호화 기회가 달라지며
이는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17에서 노드 1과 노드 4는 각각 노드 4와 노드 5
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 기존의 최단 경로 라우팅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림 17(a)와 같이 노드 1과 노드
4는 각각 경로‘1→2→3→4’
와 경로‘4→3→6→5’
를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호화 기회가 존
재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 부호화로 인한 성능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림 17(b)와 같이 노드 1의
라우팅 경로를‘1→5→6→3→4’
로 선택한다면 노드 3
과 노드 6에서 네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네트워크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
서 네트워크 부호화가 적용된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성능 향상을 위해 라우팅 경로 선택 시 부호화 기회 또
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5]에서는 각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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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다중 홉 복호화의 예[38]

이 다중 라우팅 경로를 사용했을 때 네트워크 부호화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각 경로의 데
이터 전송률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35]와는 달리 [36]과 [37]에서는 각 세션이 단일
라우팅 경로를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36]과
[37]에서는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부
호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세션들의 라우팅 경로가 가능
한 한 서로 겹쳐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36]에서는 일부 노드들로 여러 개의 브릿지를 형성하
고 각 세션이 브릿지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유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37]에서는 트리 구조의 무선
백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5]~[37]에서는 단일 홉 이후에 복호화가 가능한
경우만을 네트워크 부호화 기회로 고려한 것과는 달리
[38]에서는 다중 홉 이후에 복호화가 가능한 경우까지
도 네트워크 부호화 기회로 고려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8에서 노드 1과 노드 5가 각각 노
드 4와 노드 7로 패킷을 전송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때 노드 3은 노드 2와 노드 5로부터 수신한 패킷을 부
호화하여 노드 4와 노드 6으로 부호화된 패킷을 전송할

경우에 노드 4는 복호가 가능하나 노드 6은 복호가 불
가능하다. 그러나 노드 6이 부호화된 패킷을 노드 7에
게 전달하면 노드 7에서는 복호가 가능하게 된다.
[38]에서는 이렇게 다중 홉 이후에 복호가 가능한 경우
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부호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
운 세션이 네트워크에 진입할 때 각 노드마다 해당 세션
과 네트워크 복호화가 가능한 기존 세션들을 파악하고
해당 세션과 부호화를 수행했을 경우의 성능을 반영한
메트릭(metric)을 계산하여 이를 라우팅 경로를 탐색
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VI. 전송 계층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의 혼잡(congestion) 상황을 반영하여 데
이터 전송률을 제어하게 되는데 무선 링크와 같이 패킷
전송 실패 원인이 혼잡에 의한 것보다는 대부분 데이터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의 TCP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은 혼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데이터 전송률을 낮추게 되어 네트워크 성
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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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DATA와 ACK 부호화 적용 예[41]

고자 [39]에서는 랜덤 선형 네트워크 부호화를 TCP에
접목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만약 소스 노드가 N개의 패킷에 대해 랜덤 선형 네
트워크 부호화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목적 노드는 N개의
부호화된 패킷을 수신했을 때에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
게 된다. 그런데 패킷 전송 실패율이 높은 링크가 존재
할 경우 목적 노드가 N개의 부호화된 패킷을 성공적으
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소스 노드는 여러 개의 부호화된
패킷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호화된 패킷이 전송
되는 횟수는 패킷 전송 실패율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패킷 전송 실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기존의 TCP 프로토콜에서는 소스 노드가
전송한 패킷마다 각 패킷을 목적 노드가 제대로 수신했
는지를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랜덤 선형 네트워크 부호
화가 적용된 TCP에서는 소스 노드는 목적 노드가 몇
개의 부호화된 패킷을 수신했는지를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19와 같이 목적 노드는 소스
노드에게 각 패킷의 수신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몇 개의
부호화된 패킷을 수신하였는지를 ACK를 통해서 알려
준다. 이런 경우 그림 19와 같이 소스 노드에서 파악하
는 RTT (Round-Trip Time)는 전송된 패킷의 전송 실
패 횟수가 많아질수록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RT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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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네트워크 부호화를 고려한 데이터 전송률 제어[43]

파악함으로써 패킷 전송 실패율을 유추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RTT 정보에 따라 부호화된 패킷을 전송하는 횟
수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39]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스 노드에서 패
킷을 부호화하기 위한 지연시간과 목적 노드에서 부호
화된 패킷을 복호화하기 위한 지연시간이 추가로 발생
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TCP와는 달리 목적노드가 부
호화된 패킷에 대하여 ACK를 전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TCP를 수정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
다. [40]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네트워크
코딩을 TCP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1]에서는 DATA 패킷과 ACK 패킷의 네트워크
부호화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TCP에서 그림 20(a)와 같이
DATA 패킷과 ACK 패킷을 따로 전송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림 20(b)와 같이 DATA
패킷과 ACK 패킷을 서로 부호화하여 전송 횟수를 줄임
으로써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DATA와 ACK의 라우팅 경로가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라우팅 알고리즘과의 상호작용이 추가
로 필요하다.
[39]~[41]은 한 세션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
기 위해 네트워크 부호화를 전송 계층에 적용한 연구한
것에 반해 여러 다른 세션들간의 네트워크 부호화를 고
려하여 각 세션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함으로써 네트
워크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계 노드를 중심으로 서로 반
대 방향으로 전송되는 세션의 데이터를 중계 노드가 부
호화하여 전송할 경우 각 세션의 데이터 전송률이 서로
비슷할수록 네트워크 부호화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42]와 [43]에서는 한정된 네트
워크 자원내에서 세션들간의 네트워크 부호화를 통한
네트워크 성능 향상이 최대화 되도록 각 세션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송 계층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의 적용 방
법을 알아보았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네트워크 부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체의 전송 용량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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