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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시뮬 이터인 NS-2(Network Simulator 2)는 다양한 인터넷 로토콜을 분석 할 수 있는 

이산 사건 시뮬 이터로 데이터 처리량과 패킷 지연  력 소모 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NS-2

를 사용하여 실험 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설정이 변경 될 때마다 Tcl 스크립트를 통해 단일 으로

밖에 응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멀티 로세싱 

기법의 NS-2 Batch Job 시스템을 제안한다. 쉘(Bash) 스크립트로 NS-2 내부 구조의 간섭 없이 자

동화 일  작업(Batch Job) 시스템을 모듈 구조로 구   용시켰다. 한 실험의 시간 효율을 극

화시키기 해 멀티 로세싱 기법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성능의 부하가 걸리지 않는 선에서 NS-2 

시뮬 이션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성능 비교분석 결과, 제안하는 Batch Job 시스템을 

용하면 기존에 NS-2를 이용한 실험에 걸리는 시간에 비해 소요시간이 평균 48%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된다면,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한까지 더 많은 개수의 NS-2 

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시간 효율을 보여  수 있다.

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IP(Internet 

Protocol) 분야에서는 데이터 처리량, 패킷 지연, 

력 효율 등을 개선하기 해 각종 하드웨어/소 트

웨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복잡한 실험

환경을 구  는 유지하기 한 비용과 인력이 항

상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네트워크 시

뮬 이터를 이용한 실험으로 실제 장의 용을 검

증하게 된다.

  본 논문은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좀 

더 간편하고 효율 으로 가능  하는 방안을 제안한

다. 특히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는 다

양한 시뮬 이션을 반복 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데, 이 논문에서는 주/종 컴퓨터 시스템의 아이디어

를 채용하여 NS-2 로그램 상에 멀티 로세싱 기

법을 이용한 Batch Job 시스템을 구 해 보아 실험

의 소요 시간을 이고자 한다.

2. 련연구

  NS-2(Network Simulator 2)는 오 소스 기반 이

산 사건 시뮬 이터(Discrete Event Simulator)로서 

긴 실험 시간을 요구하거나 반복 인 실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2]. 그리고 함께 제공되는 NS-2 

All-in-One 패키지는 시뮬 이션 그래픽스 도구인 

NAM(NS AniMator)과 그래  제작 도구인 Xgraph

을 포함하여 가시 인 표 을 도와 다. (그림 1)은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실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Tcl/OTcl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NS-2의 동작 

환경과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정해주면 해당 시뮬

이션을 기록(logging)한 Trace 일을 결과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1)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한 실험의 방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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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NS-2는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토폴로

지를 구성하는 특성상 복수의 범  값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NS-2 동작 환경은 

단일 으로밖에 응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3] 

이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멀리 로세싱 기

법을 이용한 NS-2 Batch Job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3. 제안하는 멀티 로세싱 Batch Job 시스템

  주/종 컴퓨터 시스템(Master-Slave computer 

System)의 구조를 보여 다. 이는 다수의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법  하나로, 특히 고도의 계산이 필요

할 때 합한 시스템이다. 주 컴퓨터(Master)는 입

출력, 일 리, 스 쥴링 등을 담당하고, 종속 컴

퓨터(Slave)는 계산만을 담당한다.

(그림 2) 주/종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이러한 주/종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를 NS-2 동작 

환경에 용한다면 다양하고 복잡한 시뮬 이션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atch Job 시스템을 쉘(Bash) 스크립트로 

구 하여 NS-2 상에 용시킨 것을 보여 다. 먼  

Master(주)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Master.sh)가, 사

용자가 요구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 값(시뮬 이션 

횟수, Duty-Cycle 범 , 노드 수 범 )을 입력 받는

다. 이를 토 로 Master.sh에서는 시뮬 이션 시행 

횟수만큼 Slave(종)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

(Slave-clone.sh)을 생성하여야 하는데, 모든 

Slave-clone.sh의 원형이 되는 스크립트

(Slave-Original.sh)를 작성하여 복제시키도록 한다.  

Slave-clone.sh는 앞서 Master.sh에서 사용자가 입

력한 토폴로지 환경 변수 값을 외부인자로 받아 가

지고 있다. 이처럼 각 과정은 모듈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NS-2 시뮬 이터 자체가 개발된 지 오래되

었고 요구하는 의존성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림 3) 제안하는 Batch Job 시스템의 동작 과정(1)

  앞서 Batch Job 시스템을 쉘 스크립트를 통해 구

하는 동시에 멀티 로세싱 기법 한 용하여 시

간 효율을 극 화시키는데 을 두었다. 이는 결

국 하드웨어(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 등)의 사양

에 따라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NS-2 시뮬 이션 

로세스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양이 좋을수록 

더 많은 개수의 시뮬 이션을 다 처리가 가능해진

다. 하지만 반 로 하드웨어 성능에 부하가 걸릴 정

도로 로세스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은 

스풀링(Spooling) 기법을 도입하여 해결하 다. 메모

리와 디스크의 상태를 주기 으로 진단하여 사용자

가 임의로 설정한 부하가 걸리는 지 을 확인한다. 

이 게 부하 지 까지 로세스의 개수가 증가한다

면 다음 순의 로세스들을 순차 으로 약을 시킨 

후, 재 진행 인 시뮬 이션이 끝난 후 진행시키

게 된다.

  모든 Slave-clone.sh들의 시뮬 이션이 종료된 후

에  Master.sh는 Trace 일들을 Awk 스크립트를 

통해 사용자가 구성해놓은 조건에 따라 가공 처리하

고 시행 횟수에 따른 평균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최종 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산출되게 된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을 바로 출력시켜 장하지는 않는다. 

시뮬 이션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NS-2에서 발생

하는 세그먼트 부재(Segment Fault)와 같은 여러 

오류나 임의의 환경에서 간혹 발생하는 특수한 값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 

사용자가 임의의 고장 상태(Fault Condition) 범 를 

설정하여 Batch Job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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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하는 Batch Job 시스템의 동작 과정(2)

4. 성능 분석

  제안하는 Batch Job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기존에 NS-2를 이용한 실험에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여 시간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

해 증명한다. 이 실험에 사용될 Awk 스크립트의 내

용은 당 데이터 처리량(Throughput)을 구하는 것

이며, 시뮬 이션 환경은 (표 1)과 같다.

라미터 값

H/W CPU 클록 2.7 GHz (Pentium E5400)

H/W Memory 용량 4 GB (DDR3) 

실험에 사용된 로토콜 S-MAC (IEEE 802.15.4)

Data Arrival(λ) 1.5 frame/s

Duty-Cycle 70 %

큐 사이즈 10

(CBR) 임 사이즈 50 byte

노드 수 5 ~ 60

시뮬 이션 시행 횟수 3

(표 1) 성능 분석을 한 시뮬 이션 환경

  (그림 5)는 기존에 NS-2 시뮬 이션을 이용한 실

험 환경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Batch Job 시스템을 

용한 실험 환경의 노드 ( ) 개수에 따른 시간 

소요량을 나타낸다. 단, 표  입출력 시간과 작동 지

연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시뮬 이션 소요 

시간을 측정하 다. 기존 NS-2를 이용한 실험에 비

해 하게 낮은 소요 시간을 필요로 하며, 평균 

48% 증가한 시간 효율을 볼 수 있다. 멀티 로세싱 

기법의 Batch Job 시스템을 용함으로써 동일한 

시간동안 다수의 시뮬 이션 로세스가 실행이 가

능하기 때문에 단일 로세스 처리 던 기존 실험 

환경에 비해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시스템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한까지 더 많은 개수의 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시간 효율을 보여  수도 있

다. 한 설정하는 시행 횟수가 클수록 동일한 조건 

내에서 더 큰 시간 효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5) 노드 ( ) 개수에 따른 소요 시간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NS-2 시뮬 이션을 한 

멀티 로세싱 기법의 Batch Job 시스템을 제안하

다. 주/종 컴퓨터 시스템을 채용한 Batch Job 시

스템을 쉘(Bash) 스크립트로 NS-2 상에 구   

용시켜보았다. 한 멀티 로세싱 기법을 통해 다  

시뮬 이션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기존의 단일 

로세스 처리에 비해 시간 효율을 극 화시켰다. 기

존 NS-2를 이용한 실험 환경과 제안하는 Batch 

Job 시스템을 NS-2에 용시켜 비교 분석한 결과, 

Batch Job 시스템의 시간 효율은 기존에 비해 평균 

48% 증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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