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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설명 
 통신망 

    매 순간 간섭(interference) 조건이 변하는 동적 망 

 
 프로토콜 

    패킷을 언제(scheduling), 어떻게(routing) 전송할지 결정 

 
 성능 평가 

    지연시간(delay), 처리량(throughput) 등을 사용 

 
 연구 문제 

    Max-Weight 프로토콜이 통신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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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모형 
   : 세분화된 시간 (t=0,1,2,…) 

       : 모든 연결선의 집합 (총 k개) 

        : 가능한 rate vector들의 집합 

 

 

   

 

 

 

 매 순간 특정 rate vector를 택하여 

                     크기의 패킷을 각 연결선을 통해 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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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모형 
 Adversarial 대기 모형 (Borodin et al., J.ACM. 2001) 

 

 Adversary 

– 매 순간      를 결정 

– 특정 패킷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보장 

– 적? 실제적인 망에 부합! 

 
 프로토콜 

–      에 속하는 rate vector를 정하여 패킷 전송에 활용 

– Rate vector를 어떻게 택하는 것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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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Weight 프로토콜 

 Max-Weight 프로토콜 (Tassiulas et al., IEEE TAC, 2001) 

 

 위치 함수: 큐 길이에 의존 

 

 

 
 위치 함수 감소량을 최대화하도록 

    패킷을 전송하는 알고리즘 

 
 안정적인가?  

    시간에 상관 없이 큐 길이의 최대값이 유계(bounded)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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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과 
 M. Andrews, K. Jung, and A. L. Stolyar (STOC, 2007) 

 

   Adversarial 모형에서 Max-Weight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최초 증명 

   모든 연결선이 독립적으로 전송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 

 

 

 S. Lim, K. Jung, and M. Andrews (preprint, 2011) 
 

   Adversarial 모형에서 Max-Weight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증명 

   연결선끼리 독립적이지 않게 전송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무선 통신망 등 일반적인 통신망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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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아이디어 
 

 하나의 연결선에 여러 패킷이 전송 가능 

       패킷의 부분적 전송 방식 고려 

 

 

 

 큐 길이의 문턱 역할을 하는 𝑀𝑘(k=1,…,n) 
를 정의하여 큰 큐와 작은 큐로 분류 

 

 큰 큐에서 작은 큐로의 전송이 발생할 때  
위치 함수의 감소량이 특정 시간 간격에서 
발생하는 위치 함수의 증가량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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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조건: rate vector가 매 순간 변경 (𝑟1, 𝑟2,𝑟3), 

         패킷 도착 rate이 매 순간 변경 (𝛾1, 𝛾2 ,𝛾3) 

 

 

 

 

 결과: 위 조건 하에서도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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