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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화로 불리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등장은 렴하고 편리한 이

용으로 인해서 빠르게 기존 유선 화를 체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혼재하는 인터넷 환경

에서 VoIP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해서는 

VoIP 트래픽의 송 품질에 한 요구조건을 충

족시켜야 한다. 송품질 요구조건에는 송지연

조건, 패킷손실율 조건 등이 있으며, 서비스 품

질 평가 조건으로는 MOS(Mean Opinion Score)

등이 있다.

다양한 트래픽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특정 트래

픽의 송품질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여러 방법

이사용되고 있다. Diffserve 방식은 그 가운데 하

나로 트래픽 별로 차별화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Diffseve 환경에서 VoIP 트래픽은 다른 트래픽

에 비하여 차등  우선순 를 가지므로 VoIP 트

래픽에 요구되는 실시간성을 보장하기가 매우 유

리해진다. 이런 경향은 네트워크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나타난

다.

MANET은 기반구조가 없는 통신망으로 기반 

구조가 있는 통신망에 비하여 통신 환경이 양호

하지 못하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트래픽이 혼재

하는 MANET 환경에서 VoIP 트래픽의 송품질

을 충족시키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FTP와 VoIP가 동시에 존재하는 

MANET 상에서 각 트래픽의 송 성능을 분석해

보고 diffserv 방식을 사용하여 VoIP 트래픽의 

송 성능을 개선 가능성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사, 화재, 탐험, 탐사 목

의 긴  통신망으로 사용될 MANET에서 VoIP

구 을 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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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Mobile Ad-hoc Network)에서 VoIP에 한 연구는 주로 단일 트래픽인 VoIP 트래픽 송 

성능이나 음성품질에 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트래픽이 존재하는 MANET 환

경에서 VoIP 성능을 분석하 다. 서로 다른 유형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하여 diffserv 방식을 사용

하 다. VoIP와 FTP를 상으로 성능을 분석한 결과 diffserv 방식을 통하여 VoIP 트래픽의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 다. 성능 분석에는 NS-2 패키지와 VoIP 패치를 사용하여 구성한 시뮬 이터를 사

용하 다.

ABSTRACT

Study for VoIP in MANET is mainly focused on transmission performance or voice quality of VoIP traffic

as single traffic. In this study, VoIP performance is analyzed of MANET which has several types of traffics.

Diffserv scheme is used to process the traffics. It is showed that VoIP traffic performance is improved by

differv scheme, as a result of analysis for VoIP and FTP traffic. Simulator, which is implemented with NS-2

package and VoIP patch,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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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Ⅱ. 련이론

2-1. DiffServ 모델

IP 네트워크 상의 서비스 품질을 한 보장 

기술에는 통합 서비스(Integrated Service)와 차별

화 서비스(Differentiated Service)가 있다[1].

네트워크 체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구 되기

에는 어려운 단순성과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용하기 어려운 확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 서비스와는 달리 차별화 서비스는 네

트워크의 큰 변경없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정보가 네트워크에 입

력되면 별도의 구별 없이 균등한 정도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차별화 서비스는 각 

데이터 패킷의 식별 기능을 추가하는 간단한 방

법으로 서비스를 차별화를 주는 것이다.

즉 음성 등에 사용되는 VoIP 서비스와 같이 

데이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특별한 형태의 트래

픽에 해 일반 트래픽에 비해 네트워크 트래픽

에 등 별로 우선순 를 지정하고 제어하기 한 

로토콜이다.

한 서비스의 등 인 CoS(Class of Service)라

고 불리우는 형태로 가장 나아진 트래픽을 리

하는 방식이 있다.

2.2 VoIP 서비스 품질

VoIP 서비스 품질은 통화품질과 속품질로 나

어 평가된다.

통화품질은 VoIP 트래픽의 송과 련된 평가

척도로서 R값, MOS 값, 종단간 지연으로 구분된

다. R값은 E-모델 방식으로 측정되는 정량 인 

값으로 양호한 통화를 해서는 70이상의 값을 

유지한다. MOS는 정성 인 평가척도이며, VoIP

에서는 3.6이상의 값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최근에는 정성 인 MOS 값을 정량 인 R값

으로부터 유추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MOS 값을 평가자의 주 인 평가에서 객 화하

여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VoIP에서 종

단간 지연은 150ms 이내이어야 양호한 통화가 보

장된다.

속품질은 통화를 연결하는 가능성인 호 성공

률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95%이상의 수 을 요구

하고 있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시뮬 이션은 NS-2(Network

Simmulatior-2) 2.33{2]와 VoIP 패치[3]를 사용하

여 구성한 시뮬 이터를 사용하 다.

표 1에 본 연구의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기본

인 라메타를 제시하 다.

시뮬 이션은 12개의 MANET으로 구성되는 네

트워크를 상으로 실행되었으며 각 노드들은 랜

덤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VoIP 연결은 2/4/6으로 하 다.

코덱은 GSM.AMR을 사용하 으며, 네트워크 

크기는 670X670으로 설정하 다.

시뮬 이션은 100  동안 수행하 으면 VoIP

트래픽은 MOS를, FTP 트래픽은 throughput를 

측정하 다.

항 목 값

라우 DSDV

MAC 802.11

통신 역 670X670

노드수 12

코덱 GSM.AMR

기간 100.0

표 1. 시뮬 이션 기본 라메타.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1과 2에 제시하 다. 그

림 1에서 diffserv 방식을 사용할 경우 IntServ에 

비해 VoIP 트래픽의 MOS가 히 개선됨을 

찰할 수 있다. 이 값은 3.0 ~ 2.5 내외로 잘 숙달

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통화 품질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림 2의 FTP 트래픽에서는 throughput

의 변화가 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VoIP의 MOS.

그림 2 FTP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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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VoIP와 FTP 트래픽이 혼재하는 

diffserv 기반 MANET에서 VoIP 트래픽의 성능

을 측정하 다.

Diffserv 방식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처리할 경

우 VoIP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반면에 FTP의 

경우 throughput의 하가 뚜렷하게 측되지 않

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MANET의 VoIP서비스 구

의 좋은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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