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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은 유선 기반망의 도움 없이 무선 노드들 간에 서로 협력하여 다중-홉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이다. 최근 MANET 과 인터넷 망과의 통신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무선 노드가 글로벌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 망과 연결된 MANET 구조에서 무선 노드가 빠르게 글로벌 IP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NS-2 로 실험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 방
법보다 빠르게 글로벌 IP 주소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1. 서론 

MANET(Mobile Ad-hoc Network)은 무선 노드들 간
에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여 다중-홉(multi-hop)으로 통
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이다[1]. MANET 은 
군용통신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선 기반망의 도움없
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유용
하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로 MANET 과 
인터넷과의 접속이 요구되었고, MANET 내부에 있는 
무선 노드에게 글로벌 IP주소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선 노드가 외부 인터넷 
망에 있는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연
결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진 connected MANET 구
조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선 노드에게 글로벌 IP 주소를 할당

하는 방법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DHCP 서버
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무선 노드가 DHCP 
메시지를 DHCP 서버와 주고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주고 받아야 한다. MANET 노드
와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다중-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HCP 메시지들은 다중-홉 경로를 통해 전달
되며, 이로 인해 무선 노드가 글로벌 IP 주소를 설정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특히, 대규모의 
standalone MANET 이 connected MANET 이 되기 위해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었을 때 MANET 내에 있

는 모든 무선 노드가 DHCP 서버로부터 글로벌 IP 주
소를 할당 받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무선 노드에 글로벌 IP 주소를 할당하는 문제에 대해
서 기존에 여러 가지 기법[2-5]들이 제안되었지만 이 
방법 모두 무선 노드가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직접 메
시지들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MANET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standalone MANET 환경이 인터넷 

망과의 연결을 위해 connected MANET 환경으로 변경
되었을 때 무선 노드가 빠르게 글로벌 IP 주소를 설
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시
뮬레이션을 통한 성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4 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주소 영역 할당을 이용한 빠른 주소 설정(FGAC)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인 FGAC 의 
기본 동작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무선 노드들
이 MANET내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이미 설정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주기적으로 
RA(Router Advertisement) 메시지(다중-홉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정된 RA)를 MANET 내에 브로드캐스트한다. 
이 RA 메시지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IP 주소 영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RA 메시지를 수신한 무선 노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와의 거리(홉 수)를 저장하고 거리가 1 인 무선 노드
는 타이머 Tann을 설정한다. Tann이 종료된 무선 노드는 
AN(Announcement) 메시지를 1-홉 브로드캐스트한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 IT연구
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09- C1090-
090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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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N 메시지의 destination 필드는 인터넷 게이트
웨이이다. AN 메시지는 주소 영역을 설정하고 주변 
노드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로서 해당 노드(AN 
메시지의 destination 필드에 적혀있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주소 영역의 절반을 가져오고 다른 무선 노드들
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이 AN 메시지를 
받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무선 노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AN 메시지를 받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주소 영역
을 가지고 있는 무선 노드는 AN 메시지의 destination 
필드가 자신의 주소이면 AN 메시지의 주소 영역이 
현재 남아 있는 주소 영역의 절반인지를 확인한다. 
주소 영역의 절반이면 ACK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AD(Adjustment) 메시지를 보낸다. AD 메시지는 
AN 메시지를 보낸 무선 노드에게 주소 영역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AN 메시
지를 보낸 무선 노드가 ACK 메시지를 받으면 그 때 
무선 노드는 가지고 있는 주소 영역에서 하나의 주소
를 글로벌 IP 주소로 설정한다.  
주소 영역을 설정하지 못한 무선 노드가 AN 메시

지를 받게 되면 타이머 Tann 을 설정하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작한다.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부

터 주소 영역을 얻은 노드 1 을 통해 노드 2 가 주소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즉 1-홉 거리에 있는 무선 노
드로부터 글로벌 IP 주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소 설정을 완료할 수 있고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 시킬 수 있다.   

 

GW 1 2 3

GW hop : 1

RA

Address 
Pool

GW hop : 2 GW hop : 3

GW 1 2 3
Ann

Address 
Pool

GW 1 2 3

Address 
Pool

ACK Ann

 
 

(그림 1) FGAC의 기본 동작 
 

3. 실험 및 분석 

NS-2[6]를 이용하여 기존의 DHCP 를 이용한 주소 
설정 기법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FGAC 기법과 성능 
비교를 했다. 모든 실험에서 이동 노드의 전송 범위
는 250m 로 했고 MAC 계층의 인터페이스는 802.11
을 사용했으며, 2Mbps 의 데이터 전송 대역을 가지는 
것으로 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망으로 1000m x 
1000m 안에 랜덤하게 무선 노드(50-100 개)를 배치했
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FGAC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빠르게 주소 설정을 
완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 와 같이 제어 메

시지의 오버헤드도 기존 기법에 비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참고로 그림 4 에 나타나 있는 기본 기법의 
제어 메시지의 수는 5로 나눈 결과 값이다). 

 
 

(그림 3) 주소 설정 소요 시간 비교 
 

 
 

(그림 4) 제어 메시지 수 비교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망과의 통신에 대한 필요성
이 부각된 connected MANET 환경에서 주소 영역 분
할을 통해 무선 노드가 빠르게 글로벌 IP 주소를 설
정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했으며, 제안 방법의 성능
을 NS-2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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