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069

DYMO 라우  로토콜의 이동 속도와 
트래픽 부하에 따른 경로 축 의 효율성

나권문

고려 학교 컴퓨터정보통신 학원

e-mail : nawkm@korea.ac.kr

Efficiency of Path Accumulation with DYMO Routing Protocol in Mobility 

and Load Environment

Kwon-Moon Naw

Graduate School of Computer Information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요       약
  MANET에서의 통 인 라우  로토콜은 일반 으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proactive 라우  

로토콜과 on-demand 라우  로토콜이다. 라우  정보의 proactive 와 reactive 발견 사이에는 

필수 인 trade-off 가 존재한다. 모든 시나리오들을 충족하는 라우  로토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최 의 라우  로토콜을 발견하기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IETF의 MANET 

워킹그룹은 여러 다른 로토콜을 제안 에 있고 그 에 하나가 on-demand 라우  로토콜의 

AODV를 계승한 DYMO(Dynamic MANET On-demand)이다. DYMO는 경로 축  메커니즘을 채택

하 다. 경로 발견 과정에서 노드들은 라우  메시지를 포워딩하기 에 그들 자신의 라우  정보도 

패킷에 추가할 수 있다. 결국 소스와 목 지 사이의 모든 노드들의 라우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경로 축  메커니즘의 사용 유무에 따라 다양한 속도와 트래픽 부하에서 DYMO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고 최 의 환경은 무엇인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 서  론

  MANET에서의 통 인 라우  로토콜은 일반 으

로 두 종류로 나눠진다. Proactive 라우  로토콜과 

on-demand 라우  로토콜이다. 

  DSDV [1], OLSR [2], TBRPF [3] 등과 같은  

proactive 라우  로토콜은 노드들 사이에 주기 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노드들의 유효한 

경로의 집합을 계속 으로 유지한다. proactive 로토콜

은 경로 정보를 미리 교환함으로써 낮은 지연시간과  높

은 신뢰성을 갖지만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은 오버헤드를 수반하게 된다. 반 로 AODV [4], DSR 

[5] 같은 on-demand 라우  로토콜은 데이터 패킷이 

네트워크에 발생할 때만 경로 발견 차를 수행하기 때문

에 오버헤드를 이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드의 

트래픽 부하가 커지게 되면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된

다. [6] 라우  정보의 proactive 와 reactive 발견 사

이에는 필수 인 trade-off 가 존재한다.

   모든 시나리오들을 충족하는 라우  로토콜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최 의 라우  로토

콜을 발견하기 한 연구가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IETF의 MANET 워킹그룹은 여러 다른 로토콜

을 제안 에 있다. 그 에 하나가 on-demand 라우  

로토콜의 AODV를 계승하여 작고 간단하며 확장성 있

는 로토콜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는 DYMO (Dynamic 

MANET On-demand)이다 [7].

  

         (그림 1) IETF MANET Working Group

  DYMO는 경로 축  메커니즘을 채택하 다. 이 논문에

서는 경로 축  메커니즘의 사용 유무에 따라 다양한 속

도와 트래픽 환경에서 DYMO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고 최

의 환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2장에서는 DYMO 로토콜에 해 간략히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경로 축 의 성능을 평가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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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YM O ( Dyn ami c M A N E T  On -deman d)

  2.1 DYM O 개요   

  On-demand 로토콜로서 DYMO는 작고 간단하며 확

장성 있는 유니캐스트 라우 을 목표로 표 화되고 있다. 

DYMO는 노드들이 요청할 때만 목 지까지의 경로를 설

정한다. 결과 으로 최소한의 라우  정보만을 교환하는 

것이다. 하나의 노드가 목 지까지의 경로를 필요로 할 때 

RREQ 메시지를 체 네트워크에 로드캐스트한다. 

RREQ가 목 지에 도착하면 목 지 노드는 RREP를 소스

노드로 유니캐스트로 보냄으로서 경로가 설정되게 된다. 

경로를 설정하는 동안 노드들은 자신의 경로 정보를 패킷

에 덧붙임으로써 경로를 축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

스와 목 지 경로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경로 정보들이 

경로 설정 패킷에 포함되게 된다. 

  경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그 경로는 삭제되게 

된다. 만약 삭제된 경로로 패킷 포워딩이 요청되면 노드는 

RERR 메시지를 소스노드로 보내고 경로를 더 이상 사용

하지 못하게 한다. 한 DYMO는 순차번호와 홉 카운터

를 사용함으로써 경로의 유효성을 체크한다.

  

  2.2 경로 발견과 경로 축

  라우  메시지라고 불리는 RREQ와 RREP가 경로 발견 

차동안 교환된다. 이 메시지에는 소스와 목 지의 주소

뿐만 아니라 루 를 방지하기 한 홉 카운터와 순차번호

도 포함된다.

  노드가 라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순차번호와 홉  수

를 기 로 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보다 최신정보인지 

확인하고 그들의 라우  테이블을 갱신한다. 유효하지 않

은 라우  메시지는 삭제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노드들은 라우  메시지를 포워딩하기 에 그들 자신

의 라우  정보도 패킷에 추가할 수 있다. 결국 소스와 목

지 사이의 모든 노드들의 라우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

다. 이것이 바로 경로 축 (Path Accumulation)이다. (그

림 2)는 경로 축 을 설명하고 있다 [8]. 

     (그림 2) Without and With Path Accumulation

  2.3 경로 유지

  DYMO는 동 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용되기 때문에 

경로가 설정된 이후에 계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

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타이머를 

이용해서 오래되고 안 하지 못한 경로들을 삭제함으로써 

최신의 경로 정보를 유지한다.

  만약 단 된 경로가 발견되면 RERR 메시지가 네트워크

에 로드캐스트된다. RERR 메시지 안에는 근할 수 없

는 노드와 이 노드를 통해 이 에 근할 수 있었던 노드 

정보도 포함된다.   

   (그림 3) RERR 로드캐스트

(그림 3)에서처럼 F가 G의 이동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G와 H가 F를 통해 근 할 수 없다고 RERR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한다. 만약 C가 D를 통한 G로의 경로를 알

고 있다면 C는 더 이상 RERR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RERR이 최신의 정보라면 RERR은 모든 이웃노드들에게 

된다. 

3. 경로 축 의 효율성

  경로 축 을 사용하면 소스와 목 지 사이의 모든 노드

들의 라우  정보가 교환되므로 경로를 설정할 때 RREQ

를 감소시키고 더 빠른 RREP를 가능하게 한다. 게다가 

RREQ를 받았을 때 노드가 목 지까지의 유효한 경로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이웃 노드로 하는 신에 

intermediate RREP를 보내게 된다. 결과 으로 노드는 

RREP를 더 빠르게 받고 RREQ를 더 이상 하지 않아

도 됨으로써 트래픽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노드

의 이동속도가 낮고 트래픽 부하가 어서 경로 단 과 

재설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경로 축 이 좋

은 효율을 보일지 의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경로 축  

메커니즘의 사용이 경로 설정 메시지의 감소로 인한 이득

보다는 경로 설정 패킷의 크기가 커지는 단 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 이지는 않을까.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

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4. 성능 평가

이 논문에서는 DYMO 라우  로토콜의 다양한 이동

속도와 트래픽 부하에 따른 경로 축 의 효율성을 평가하

기 해 패킷 벨 시뮬 이터인 ns-2 (ver. 2.29)를 사용

하 다 [9]. DYMO 로토콜은 ns-2에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공개된 소스코드인 DYMOUM(ver. 0.3)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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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소스코드 내의 no_path_acc 라미터의 설정을 변

경함으로써 경로 축 의 유무를 달리하면서 결과를 측정

하 다 [10][11].   

시뮬 이션은 표  IEEE 802.11 라디오 주 수의 

2Mbps의 역폭과 250미터의 송범 로 설정했고 모든 

실험은 100  동안 실행했다. 데이터 패킷 크기는 512바이

트이고 4kbps의 송속도로 보낸다. 랜덤하게 생성되는 

UDP를 사용하고 소스와 목 지의 커넥션 수는 실험1에서

는 20 으로 고정했으나 실험2에서는 트래픽 부하의 변화

를 주기 해 5, 10, 15, 20 으로 달리하 다. 

네트워크의 크기는 1500x300미터이고 ns-2에서 제공하

는 랜덤 시나리오 생성 툴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25노드가 사용되었다. 노드들의 이동 속도는 실험1에서는 

1, 5, 10, 20m/s로 변화를 주면서 성능을 측정하 고 실험

2에서는 20m/s로 동일한 속도에서 실험을 하 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나온 값들의 오차를 이기 해 20번의 반

복 인 실험으로 평균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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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이동속도에 따른 패킷 송률  

  (1500x300m, 25nod, 20connection)

(그림 4)는 실험1의 결과로 일정한 트래픽 부하

(20connections)에서의 속도에 따른 패킷 송률을 보여

다. 속도가 낮을 때는 패킷 송률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 이유는 속도가 낮을 때는 경로 축  유무에 상

없이 높은 패킷 송률을 보이는데 이럴 경우 경로 축

 메커니즘의 사용은 라우  메시지 패킷을 커지게 하여 

트래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가 인 라우  정보 교환

의 효과를 상쇄시킨다. 하지만 속도가 높아짐으로써 경로 

축 의 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드들의 이동 속도가 높아짐으로써 경로 단 로 인해 

새로운 경로 발견을 한 라우  메시지들이 생성되게 되

는데 경로 축 을 하는 경우 추가 인 라우  정보로 인

해 이러한 라우  메시지들의 생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패

킷 송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로 축 은 속도

가 20m/s일  약 1%의 패킷 송 효율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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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트래픽 부하에 따른 패킷 송률

     (1500x300m, 25nod, 20m/s)

(그림 5)는 실험2의 결과로 일정한 속도(20m/s)에서의 

커넥션 수에 따른 패킷 송률을 보여 다. 커넥션 수가 

을수록 경로 축 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

타냈다. 이는 낮은 커넥션 수와 낮은 트래픽 부하를 보이

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경로 축 이 라우  메시지의 패킷 

크기를 증가시켜 송률에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커넥션 수가 증가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체 으로 송률이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경로 축 이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경로 축 이 높은 트래

픽 부하에서 체 네트워크에 되어 많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 라우  메시지를 이기 때문이다. 경로 축

은 커넥션 수가 20일 때 약 1%의 성능 향상을 보 다.

  

5 . 결론  향후 연구 계획

  DYMO의 경로 축  유무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에서 

패킷 송률을 알아보았다. 낮은 속도와 낮은 트래픽 환경

에서는 경로 축 은 오히려 성능을 약간 감소시키지만 높

은 속도와 높은 트래픽 환경에서는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 결과를 볼 때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 의 성능을 

내는 라우  로토콜이 없듯이 경로 축  한 특정한 

환경에서 최 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DYMO는 많은 연구가 진행 이고 경로 축

 메커니즘도 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향상된 메

커니즘으로 발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상 인 DYMO 로토콜은 노드의 이동속도와 

커넥션 수에 따라 경로 축  사용 유무를 동 으로 바꾸

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동  메커니즘 사용을 실제로 

로토콜에 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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