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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Ad Hoc Networks (MANETs) ha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dynamic network topology, constrained 
power capacity, constrained wireless bandwidth and quality, etc. 
For MANETs 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protocol has been proposed. However AODV routing 
protocol has some inefficiency related to re-routing path 
establishment corresponding to node’s failu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lf-Healing Routing 
Technique for MANETs that uses the one-hop nodes from the 
failed node to set up the routing path efficiently. We also 
include simulation results to show the performance of our 
method. 

 

I. 서론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는 멀티 홉 무선 링크를 

통하여 모바일 노드들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동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제안된 배터리 자원, 

제한된 무선 대역폭과 통신품질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라우팅 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노드로부터 1 홉 

떨어져 있는 노드들을 이용한 자가치유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II. 본론 
 

그림 1 은 문제발생 노드로부터 1 홉 떨어져 

있으며 기존의 라우팅 경로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드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첫번째 과정은 출발지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초기의 라우팅 경로 

설정을 나타내며, 두번째 과정은 노드의 문제발생과 

이에 따른 대체노드의 선택과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과정은 각각의 대체노드들이 

자신을 출발지 노드로 하여 기존의 출발지 노드와 

목적지 노드를 찾는 과정을 나타내며, 한 예로서 

대체 노드 1 을 통한 라우팅 경로 재설정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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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se Study 1 - 대체 노드(기존의 라우팅 경로

에 참여하지 않은 노드)를 이용한 라우팅 경로 

재설정 

 

그림 2 는 문제 발생 노드로부터 1 홉 떨어져 

있으며, 기존의 라우팅 경로 구성에 참여한 

노드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라우팅 경로를 구성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첫번째 과정은 그림 

1 에서와 같이 초기 설정된 라우팅 경로를 나타내며, 

두번째 과정은 노드의 문제발생과 이에 따른 

대체노드의 선택을 나타내며, 이 노드들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송 세기 증가를 통한 라우팅 

경로 재설정을 나타낸다.  

 

 
그림 2. Case Study 2 - 대체 노드(기존의 라우팅 경로

에 참여한 노드)를 이용한 라우팅 경로 재설정 

 

Ⅲ. 성능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성능분석을 위하여 OPNET Simulator 

11.5 를 사용하였으며,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사

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로 AODV 를 선택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성능 비교 항목으로는 노드의 이동

성에 따른 경로 설정 시간(Route Discovery Time)을 선택

하였으며,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3 과 그림 4 는 Case Study 1, 2 에서 고려한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AODV 를 이용한 경로 재설정 

시간과 제안된 방법을 이용한 경로 재설정 시간에 대한 

성능분석을 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을 통해 보다 빠른 

시간에 경로 재설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Case Study 1 성능비교 

 

그림 4. Case Study 2 성능비교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흔히 발

생할 수 있는 노드의 문제발생과 관련하여 라우팅 경로 

설정시, 보다 효율적인 경로 재설정을 제공하는 자가치

유 라우팅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Case Study 를 통하

여 대체 노드의 선택을 통한 라우팅 경로 재설정에 대

해 성능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노드들의 상

황인지정보를 고려한 최적의 대체 노드 선정 및 최적의 

경로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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