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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n ad-hoc routing 

protocol named "RRMR (Reliable and Resilient 

Multipath Routing)" that is expanded from AODV to 

acquire multiple path at one time. This protocol 

needs less overhead to configure data routing paths 

and the paths are maintained to transmit data stably. 

To get these advantages, RRMR protocol is 

constructed by expanding from multipath acquiring 

and maintaining method based on distance vector 

method and hop-by-hop routing of AODV

I. 서론 

  애드 혹 무선 네트워크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AODV와 DSR이다. 이러한 프로토

콜은 하나의 경로만 설정하기 때문에 링크의 손상시 경

로 탐색을 다시 해야 하므로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AODV 로토콜을 확장하여 한 번의 경로 탐색으로 

다  노드 분산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RRMR 

(Reliable and Resilient Multipath Routing) 이라 명명

한 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로토콜은 경로 탐색 과

정에서 은 오버헤드로 다  경로를 획득하고 한 번 

획득된 다  경로를 데이터 송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

지시키는 경로 유지 방법을 제공한다. 

II. 본론

  RRMR (Reliable and Resilient Multipath Routing) 

은 크게 경로 탐색 단계와 경로 유지 단계로 나  수 

있다. 경로 탐색 단계에서는 AODV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에서처럼 라우  정보가 없을 때 경로 

요구 (RREQ: Route Request) 메시지를 송하고 그에 

한 경로 응답(RREP: Route Reply) 메시지를 받아 경

로 탐색을 수행하지만 AODV와 달리 간노드에서 다

 역방향 경로를 확보한다는 차이 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경로의 손상시 체 경로로 바로 환되어 

송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경로 유지 단계에서는 

체 경로 사용시 손상된 경로를 재설정하여 다  경로가 

모두 손상되었을 경우 다시 경로 탐색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오버헤드를 일 수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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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검증

  제안된 RRMR(Reiable, Resilient Multipath Routing) 

로토콜의 성능 측정과 분석을 한 시뮬 이션 환경

을 구축하기 해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하 다. 이

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 지향  라우

 로토콜인 DSDV와 주문형 단일 경로 애드 혹 라

우  로토콜인 AODV를 상으로 하여 성능 비교를 

수행하 다. RRMR 로토콜의 성능 측정을 해 다양

한 시나리오에 세 가지 로토콜을 용시켜 다음과 같

은 규 으로 측정하 다.

패킷 송률 : 목 지로 송된 데이터 패킷과 소스 

노드에서 생성된 CBR 데이터 패킷의 비율

      

   

평균 지연 : 패킷이 생성된 순간부터 목 지 노드에

서 수신된 순간까지의 모든 패킷의 지연 시간

  
   

    

정규화 된 라우  부하 : 송된 라우  패킷의 수

와 목 지까지 달된 데이터 패킷의 비율

      
    

의 규 을 용하여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패킷 송률을 측정하여 데이터를 보다 안정  

(Reliable) 으로 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

균 지연을 측정하여 경로를 유지(Resilient)하는 방식이 

그 지 않은 방식보다 데이터의 송 지연이 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정규화 된 라우  부하를 측정하여 

라우  오버헤드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AODV 로토콜을 확장하여 한 번의 

경로 탐색으로 다  노드 분산 경로를 확보하고 데이터 

송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RRMR (Reliable 

and Resilient Multipath Routing) 로토콜을 제안하

다. 그러나 RRMR 로토콜은 노드 수가 은 경우 오

히려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홈 네트

워킹과 같이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도 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본 논문에서는 노드

의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 변화  경로 변화에 

한 시뮬 이션을 실시하 는데 향후 노드의 이동뿐 아

니라 비정상 트래픽이나 악의  공격의 경우까지를 포

함한 시뮬 이션을 통해 RRMR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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