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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드들은 불규칙한 이동성을 갖기 때문에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초기

경로 설정 시 임의의 시간동안 경로 유지가 가능한 최적의 중계 노드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중계 노드들 간의 초기 거리 및 이동 속도를 고려한 링크 유지 확률을 유도하고 임의의 시간 동안 두 중

계노드 간 링크 유지가 가능한 최적의 거리를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임의의 두 노드 간에 설정되는 경로의 신뢰성을

분석한다.

Analysis of Route Stability in Mobile Ad Hoc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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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nodes in MANETs have the nature of unrestricted mobility so that they will join and leave the network

frequently. Therefore, it important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optimal distance progress between relaying nodes

along the route in order to maintain the established route for an arbitrary length of time (i.e., route duration). In this

paper, we derived the link maintenance probability by considering the initial distance between two relaying nodes

and node mobility. Based on the link maintenance probability, we further analyzed the route stability by considering

the impact of distance progress between relaying nodes along the route.

Key words : Mobile Ad Hoc Network, Route Stability

접수일(2011년 10월 11일), 수정일(1차: 2011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0일)

* 남서울대학교 IT융합기술사업단



14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5호(2011. 10)

1. 서 론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MANET) 환경에서 라우

팅(routing)은 임의의 두 모바일 노드 간의 데이터 전

송을 지원하기 위해 다중 홉(multi-hop)으로 구성되

는 경로(path)를 설정하거나 기 설정된 경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수행된다. MANET 상에 존재하는 노

드들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라

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임의의 경로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그 경로의 구성요소인 중계 노드(relay node)들

간의 connectivity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은

기 설정된 경로의 빈번한 단절 및 경로 재설정 절차

를 발생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처리율(throughput)

과 지연(delay)등 QoS 측면에서 낮은 효율성을 나타

내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갖는

멀티미디어 응용(multimedia applications) 및 실시간

응용(real-time applications)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MANET 환경에서 다중 홉

경로의 구성요소인 중계 노드들 간에 일정한 시간 동

안 connectivity를 보장하는 것은 QoS와 밀접한 관계

를 갖게 된다[1][2].

2. 중계 노드 간 링크 유지 확률

MANET 환경에서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

설정된 경로 상에 위치하게 되는 인접한 두 중계 노

드들 간 통신 링크(communication link)가 일정한 시

간동안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정하였다[2][3].

(i) 네트워크는 동일한 속성을 갖는 모바일 노드(mobi

le node)들로 구성된다. 즉, 네트워크상에 존재하

는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전송 범위(transmission

range) R을 갖는다. 또한, 임의의 시간 에서 속

도(speed) ∈max , 이동 방향(movemen
t direction) ∈ 의 이동 패턴(mobility

pattern)을 갖는다.

(ii) 노드들은 네트워크 영역 상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제한된 네트워크 영역 내에서 상호 독립

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 또한, GPS로부터 획

득한 장치를 통해 네트워크 영역 상의 모든 노드

들은 서로 간의 위치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

(iii) 임의의 두 노드 간에 구성된 통신 링크 상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손실은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간의 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 두 노드가 서

로의 전송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두 노드들 간

의 데이터 전송은 신뢰성을 갖는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두 노드 A와 B에 대해 임

의의 시간 에서 각 노드의 위치를  ,  라

하면, 두 노드 간의 거리  는 식 (1)과 같이 정

의 될 수 있다.

  ║  ║ (1)

여기서  는 노드 A와 B의 이동 패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며, 노드 A와 B간의 통신 링크

는 두 노드들이 서로 간의 전송 범위 R 내에 위치하

는 경우 유지된다. 즉, 임의의 시간 에서 노드 A와

B 간의 링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유

지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경우, 노드 A와 B 간의

최초 거리  가 ≤   의 조건을 만

족한다면, 임의의 시간 에서 노드 A와 B간의 링크

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  는 식 (3)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3)

위에서 언급한 가정 (i), (ii), (iii)을 고려하면, 임의

의 시간 에서 노드 A와 B 간의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  는 식 (4)와 같이 정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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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4)

식 (4)에서 는 임의의 시간 에서 반지름 R

을 갖고 원점을 노드 A의 위치 로 하는 원의

영역을 나타내며,  는 반지름    max·

을 갖고 원점을 노드 B의 위치  로 하는 원의

영역을 나타낸다.

∩ 는 임의의 시간 에서 와

 가 서로 중첩되어지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1) Problem statement of link availability

(그림 1)에서 노드 B는 임의의 속도  ∈max
와 이동 방향  ∈ 의 이동 패턴을 갖는다

고 가정한다. 노드 B가 최대 속도   max의
특성을 갖고 이동하는 경우, 임의의 시간  이후 존재

할 수 있는 위치  는 반지름을     max·

을 갖고 원점을  로 하는 원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노드 A와 노드 B간의 통신 링크가 유

지되려면 임의의 시간  이후 노드 B는 영역 

내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   의 조

건을 충족하는 노드 A와 B 간의 초기 거리  

가 주어진 경우, 임의의 시간  이후, 노드 A와 노드

B 간의 통신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식 (4)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그림 1)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Case 1 :    max·≤  ,

≤max
 

(그림 2) Case 1: ≤ max

(그림 2)는    max·≤ 

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임의의 시간  이후

  max의 특성을 갖고 이동하고 있는 노드 B
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가 영역  내

에 포함된다. 이 경우, 노드 B는 노드 A의 최대 전송

범위 R 내에 위치하게 되며, 노드 A와 노드 B간의 통

신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1이 된다.

이 결과는 식 (4)로부터  

∩       임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max·≤  (즉,

≤  max) 인 경우, 두 노드간의 통
신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1이다.

② Case 2 :    max· 

(그림 3)은    max· 

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임의의 시간  이후 영

역 가   max의 특성을 갖고 이동하고
있는 노드 B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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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에 포함된다. 식 (4)로부터 임의의 시간  이후 두

노드간의 통신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식 (5)

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  max

③ Case 3 :

    max·≤ 

(그림 4)  max∆ ≤  max
(그림 4)는    = max·

≤ 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드 B

가   max의 특성을 갖고 이동하고 있는 경우
임의의 시간  이후 영역 와 영역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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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 중첩되어지는 영역

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두 노드간의 링크가 유지

될 수 있는 확률을  , 중첩되어지는 영역을

 이라 하면 임의의 시간  이후 노드 A와 노

드 B간의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식 (6)과 같

이 유도할 수 있다.

위의 세 상황을 정리하면, 임의의 시간  이후 노드

A와 노드 B간의 링크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식 (7)

같이 정리될 수 있다.

3. 경로 안정성 분석

(그림 5) Link availability according to   , 

(그림 5)는 식 (7)로부터 유도된 두 노드들 간의 초

기 거리  에 따른 임의의 시간  이후의 링

크 유지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

는 모든 노드들이 max는 sec, 의 동

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5)에서

  ≤ 인 경우 임의의 시간  에 대

해 두 노드 간의 링크가 확률 값 1을 갖고 유지됨을

볼 수 있다. 즉, 두 중계 노드(relay node) 간의 거리가

 이내인 경우 적어도 10초 동안은 단절 없는 통

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인접한 두 노드간의 거

리가 증가할수록 임의의 시간  이후 링크 유지 확

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 인 경우 에 대한 요구사

항이 증가할수록 링크 유지 확률이 감소하는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두 중계 노드(rela

y node) 간의 거리가  이상인 경우 적어도 10초

동안은 단절 없는 통신이 가능함을 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상에서 소스 노드(source n

ode)와 목적지 노드(destination node) 간에 형성되는

경로(route) 상에는 다수의 중계 노드(relay node)가

존재한다. 따라서 임의의 시간  동안 경로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그 경로 상에 존재하는 중계 노드(rela

y node)들 간의 링크 유지 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5][6].

초기 경로가 설정되었을 때 소스 노드 와 목적지

노드 간의 거리가  이고 경로 상의 중계

노드 들 간의 거리  이 일정하게 선택될 수

있다면 소스노드와 목적지노드 간의 예측 가능한 홉

수(hop count)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8)

이 경우, 임의의 시간  이후 소스노드와 목적지

노드의 경로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 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9)

식 (9)에서 식 (8)로부터 홉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

로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은  max로
근접하게 된다.

(그림 6)은 식 (9)로부터 유도된 두 노드들 간의 초

기 거리  에 따른 임의의 시간  이후의 경로

유지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이 max는 sec, 의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소스 노드 와 목적

지 노드 간의 거리가    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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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oute stability according to   and 

(그림 6)에서 인접한 두 노드 간의 거리

  ≤ 인 경우 두 노드 간의 링크가 확률

값 1을 갖고   동안 유지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6)에서   ≤ 인 경우 임의의 시간

 에 대해 두 노드 간의 링크가 확률 값 1을

갖고 유지됨을 볼 수 있다. 즉,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

드 간 경로가 설정되는 경우 그 경로를 구성하게 되는

중계 노드들 간의 거리가  이내인 경우 적어도

10초 동안은 단절 없는 통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

편, (그림 5)와 비교하여 (그림 6)에서 경로 유지 확률

은 링크 유지 확률과 비교하여 급속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경로는 다수의 링크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로가

단절될 가능성은 링크가 단절될 가능성보다 높다. 특

히,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에 경로가 설정되는 상

황에서 그 경로를 구성하는 임의의 두 중계 노드간의

초기 거리  가 에 근접하는 경우 소스 노

드와 목적지 노드 간 기 설정된 경로가 유지될 수 있

는 확률은  에 대해 0.03 이하를 보여주고 있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별적인 이동 특성과 이동 방향을 갖는 모바일 노드들

을 이용하여 임의의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의 경

로를 설정하는 경우, 인접한 중계 노드들 간의 링크 유

지 확률을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경로의 신뢰성에 대

해 분석하였고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간 임의의 경

로를 형성하는 경우, 중계 노드(relay node)들 간의 거

리와 경로 신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 설정된 경로의 빈번한 단절 및 경

로 재설정 절차로 인하여 처리율(throughput)과 지연

(delay)등 QoS 측면에서 낮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모바

일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갖는 실시간 응용(real-time application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 설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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