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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Ad-hoc Network는 노드의 이동성과 제한된 배터리 수명에 의해 Network 토폴로지가 자주 교체되며 이런 연유로 적합한 

Routing Protocol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주 변화하는 Ad-hoc Network에 적합한 Routing 
Protocol을 선정하기 위해서 OMNeT++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정하고 각 Routing Protocol 특성을 파라미터 화시켜 

적용, 요소별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성능평가를 하였다.

키워드: 애드훅(Ad-hoc), 라우팅 프로토콜(Routing Protocol), 802.11g

I. Introduction

이동 Ad-hoc Network는 기지국 또는 중앙 관리국 즉, 어떤 기반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주어진 영역 내에서 다중 노드들 사이에서 

동적으로 접속하여 무선으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자체적 

Network이다. 따라서 노드의 이동성과 제한된 배터리 수명에 의해 

Network 토폴로지가 자주 교체되고 바뀌게 되는데 이에 따라 라우팅 

프로토콜 역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는 매우 큰 요인이므로 이를 

적합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OLSR, DSR, DYMO, AODV, DSDV, 

BATMAN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졌으나 각기 다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테스트 되었기 때문에 라우팅 프로토콜 간 

비교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bile Ad-hoc Network의 적절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하기 

위해 DYMO, OLSR, DSR 프로토콜의 상대적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Sample Network는 각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성을 파라미터로 변환시켜 한 시뮬레이션에서 3개의 

프로토콜을 시뮬레이션 하여 공통된 환경에서의 각 라우팅 프로토콜별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1. OMNeT++ 환경

1.1. 802.11g ad-hoc Network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OMNeT++ 환경에서 Node=30개인 

802.11g Ad-hoc Network를 구성하였다. 총 시뮬레이션 시간은 

30초로 설정하였으며, 기본 통신 라우팅 환경은 INET Library에서 

제공되는 IPv4NetworkConfigurator에 정의된 요소들로 초기 환경

을 설정하였으며 각 Routing Protocol 특성을 해당 노드에 파라미터 

화시켜 목표 값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Fig. 1. 802.11g Ad-hoc Network In OMNeT++ with 

30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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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평가

위에서 구현한 Ad-hoc Network 기반으로 Routing Protocol을 

변환시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아래 Table 1은 구축된 환경에서 

제안되었던 Routing Protocol(OLSR, DSR, DYMO)등에 대해 6가

지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인 키워드로 나타낸 표이다. 구축된 

환경에서 DSR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알고리즘보다 요소별 수치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ameter OLSR DSR DYMO

End to End Delay Low High
Very 

High

Throughput
Very 

High
High Low

Jitter
Very 

Low
High Low

Number of collisions Low
Very 

High
High

SNIR
Very 

Low

Very 

High
High

Dropped packets by 

Queue
Zero High Zero

Table 1. Comparison Result Table with Nodes=30

Fig 2는 Host에서 도출된 각 노드별 Throughput Distribution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2. Throughput Distribution At Host When Node=30

III. Conclusions

Ad hoc Network 토폴로지는 노드의 이동성 때문에 자주 변화하는

데 이는 노드들이 각 연결 영역 사이에서 이동함으로써 기존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설정되기 때문에 적합한 Routing Protocol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Ad-hoc Network에서 

적합한 Routing Protocol을 선정하기 위한 비교분석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Ad-hoc 
Network를 사용하여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때 어떠한 환경에

서 적합한 Routing Protocol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환경 특성적 요소를 정의 및 적용해 단일 

환경체제가 아닌 환경성을 가미한 시뮬레이션 성능평가 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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