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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무선 네트워크의 송 거리  송률의 단 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멀티 홉 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멀티 홉 네트워크 연구의 이 라우  로토콜에 편

되어 있어 정작 ARQ와 같은 데이터 송의 효율과 신뢰성에 향을 미치는 부분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홉 환경에서의 가능한 2가지 ARQ 방식인 End-to-End ARQ와 

Hop-by-Hop ARQ의 환경  거리에 따른 성능을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멀티 홉 환경에 

한 ARQ 방법을 찾고자 한다. 성능 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 해서 Hop-by-Hop ARQ가 더 좋은 성능

을 보임을 확인하 다.

1. 서론

   멀티 홉(multi-hop) 네트워크는 싱  홉(single-hop) 

네트워크에 비해서 송 거리와 송률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 멀티 홉 네트워크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멀티 홉 네트워크에 

한 연구의 부분이 라우  로토콜(routing protocol)

을 주로 하고 있어 ARQ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재 멀티 홉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싱  홉 네트워

크의 ARQ방식을 그 로 확장해서 최종단간에서 ARQ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 ARQ에 한 연구 역시 

최종단간의 ARQ에 기본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단간에서 ARQ를 하는 

End-to-End ARQ와 1 홉 단 로 ARQ를 하는 

Hop-by-Hop ARQ를 시뮬 이션을 통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 End-to-End 

ARQ와 Hop-by-Hop ARQ의 기본 개념에 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3 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패킷

(packet) 손실률에 따른 데이터의 평균 송시간 분석을 

통해 End-to-End ARQ와 Hop-by-Hop ARQ의 성능을 

비교하여 어떤 방식의 ARQ가 멀티 홉에 더 유용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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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한다.

2. End-to-End ARQ와 Hop-by-Hop ARQ

2.1 End-to-End ARQ

   End-to-End ARQ는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만이 ARQ

에 여한다. 즉, 최종단간에서만 ARQ가 이루어지고, 

계노드는 단순히 데이터와 ACK 메시지의 달만을 담당

한다.

(그림 1) End-to-End ARQ의 메시지 달 과정 

   

   

   (그림 1)은 End-to-End ARQ의 데이터와 ACK 메시

지의 달 과정이다. 메시지의 달 과정에서 계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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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에 여하지 않고, 단순히 데이터와 ACK의 계 역

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계 노드가 복잡하지 않

다는 장 이 있지만, 데이터의 송이 성공 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 이 있다.

2.2 Hop-by-Hop ARQ

   Hop-by-Hop ARQ는 싱  홉 네트워크에서의 ARQ와 

마찬가지로 1홉 단 로 ARQ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최종

단간에서만 ARQ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 노드도 

ARQ에 참여하게 된다.  

(그림 2) Hop-by-Hop ARQ의 메시지 달 과정 

   (그림 2)에서 보듯이 송신 노드에서 데이터를 송하

면 계 노드에서 ACK 메시지를 송하게 된다. ACK 

메시지를 받게 되면 송신 노드는 더 이상 같은 데이터를 

송하지 않게 된다. 계 노드는 송신 노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노드에게 달하고, 수신 노드로부터 ACK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의 성공 인 

송을 확인하기 빠르다다는 것과 송신 노드에서 계 노드

까지의 송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송신 노드에서 계 노

드로 데이터를 다시 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계 노드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송신 노드가 수신 

노드의 데이터 수신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 이 있

다.

3. 시뮬 이션  결과 분석

3.1 시뮬 이션

   End-to-End ARQ와 Hop-by-Hop ARQ의 성능을 비

교하기 해 NS-2 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자유 

공간과 도심환경에서 각기 다른 패킷 손실률을 갖게 하기 

해 300 m 에서 1000 m 까지 100 m 단 로 거리를 늘

리면서  실험을 진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2 홉 네트워크

만을 고려하 다. 

   NS-2 에서의 자유공간과 도심 환경에서의 패킷 손실 

지수와 표  편차는 <표 1>과 같고 거리에 따른 패킷 

송률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과 같은 패킷 송률을 

가지는 환경에서 한 임당 최  100개의 패킷을 송

하고, 총 10000개의 패킷을 송하 다. 이 때 송신 노드

에서 송한 모든 패킷이 수신 노드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측정하고, 모든 패킷 송에 필요한 임 수

를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비교하 다.

  

<표 1> 환경에 따른 패킷 손실 지수와 표  편차

패킷 손실 지수 표  편차 (dB)

자유 공간 2.0 8.0

도심 환경 4.0 8.0    

 

(그림 3) 거리에 따른 패킷 송률 

3.2 결과 분석

(그림 4) 자유 공간에서 송 완료에 필요한 임 수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자유 공간과 도심 환경에

서 송신 노드에서 송한 데이터가 수신 노드에 모두 도

착할 때 까지의 임 수를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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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심 환경에서 송 완료에 필요한 임 수 
   

   (그림 3)과 같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패킷 송률이 

떨어지는데, (그림 4)와 (그림 5)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

라 패킷 송에 필요한  임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두가지 환경 모두에서 Hop-by-Hop 

ARQ가End-to-End ARQ에 비해 송 완료에 필요한 

임 수가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op-by-Hop 

ARQ의 End-to-End ARQ 비 송 완료에 필요한 

임 수의 감소율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Hop-by-Hop ARQ의 End-to-End ARQ 비 

송 완료에 필요한 임 감소율

거리(m)
임 감소율(%)

자유 공간 도심 환경

300 16.85 1.02

400 25.95 4.50

500 34.38 12.13

600 41.37 22.36

700 47.70 33.62

800 53.83 44.30

900 58.43 54.30

1000 63.47 63.56

   

   End-to-End ARQ는 송신 노드에서 계 노드까지 데

이터가 성공 으로 송되더라도 계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송신 노드가 계 노드로 

같은 데이터를 재 송하게 된다. 반면에 Hop-by-Hop 

ARQ는 송신 노드에서 계 노드로 데이터가 성공 으로 

송될 경우, 계 노드가 이 데이터를 버퍼에 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에서 데이터가 

손실 되더라도 송신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송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버퍼에 장한 데이터를 재 송하기 때문

에 송신 노드는 같은 데이터를 계 노드에게 불필요하게 

송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재 송이 필요 없는 만큼 

송신 노드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송할 수 있다. 이러

한 차이 때문에 Hop-by-Hop ARQ가 End-to-End ARQ

에 비해서 송 완료에 필요한 임 수가 어지게 되

는 것이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Hop-by-Hop ARQ와 

End-to-End ARQ의 송 완료에 필요한 임 수의 차

이는  커진다. 즉, 패킷 손실률이 높을 수록 

Hop-by-Hop ARQ가 더 좋은 성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실험을 통하여 Hop-by-Hop ARQ가 End-to-End 

ARQ에 비해서 멀티 홉 네트워크에 더 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자유 공간과 도심 환경 등 환경을 

달리 할 경우에도 Hop-by-Hop ARQ의 성능이 우수한 것

을 제로 실제 환경에서도 이 같은 성능을 보일 것을 기

할 수 있다. 즉, Hop-by-Hop ARQ가 계 노드가 복잡

해진다는 단 이 있지만, 멀티 홉 네트워크에서 

End-to-End ARQ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 홉 네트워크만을 고려하고 실험을 진

행하 지만, 노드 수가 늘어 3 홉 이상의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 된다. 

5. 추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본 인 멀티 홉 네트워크의 임 

구조를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 다. 이를 실제 환경에 더욱 

합하게 용하기 해 표 인 멀티 홉 네트워크인 

802.16j의 임 구조에 맞추어서 실험을 진행하고, 

802.16j 환경에 합한 ARQ 방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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