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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ET, the AODV routing protocol with on-demand method has a problem in large control packet overhead. 

In order to improve this, we first ne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metrics and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AODV. Selected parameters based on this analysis make it enable to be a more accurate 

and fair performance analysis, as well as to reduce the time and effort when constructing a scenario for performance 

analysis. In this paper, various scenarios are configured to apply AODV by varying the values of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with network simulator QualNet 5.0, and then the results are analysed using performance metrics 

proposed by IETF MANET working group. This paper also founds a correlation between performance metrics and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for AODV routing protocol, choosing the values of factors that represent many of the most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each performance metrics, and proposes optimal simulation parameters for a more 

accurate performance evaluation of routing protocols with minimal scenario in experiments. Next, performance 

comparison of AODV, DSR and DYMO routing protocols based on the proposed simulation parameters is shown which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on-demand routing protocols. Results of this paper could be 

very useful for the researcher or service provider who wants to find nice simulation environment or select a proper 

rout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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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스마트 폰의 활성화로 사용자가 이동 에 

애드 혹 네트워크를 형성해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동 애드 혹 네트워크(Mobile Ad-hoc Network, 이

하 MANET) 환경에 합한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MANET에서의 잦은 상변화에 해 사

용하지도 않는 경로발견으로 자원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테이블 리 방식(Table driven)은 합

하지 않고, 요구 기반 방식(On-demand)의 라우  

로토콜(DSR, AODV 등)이 더 합하다고 할 수 

있다[2, 17]. 한 선행된 여러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이동 패턴

(Mobility pattern), 도(Density) 그리고 트래픽

(Traffic)에서 요구 기반 방식의 AODV 라우  

로토콜이 패킷 수신률(Packet Delivery Fraction)

이나 시스템 효율(Throughput)에서 좋은 성능을 

보 고, 특히 많은 트래픽(High traffic)과 높은 이

동성(High mobility)을 갖는 경우에도 AODV가 

체로 우수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3, 6, 8-10, 12, 13, 15, 17]. 

AODV 라우  로토콜은 연결 요청이 있을 때 

경로정보를 획득하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성에 한 

정확한 정보를 반 할 수 있어 데이터 송률에서 

테이블 기반 방식에 비해 우수함을 보이고, 같은 

요구 기반 방식에서도 패킷 헤더에 체 경로를 

포함하지 않아 DSR의 소스 라우 으로 인한 자원

낭비 문제 을 개선하 지만, 목 지까지 하나의 

경로만 유지하고, 획득한 경로가 변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패킷이 송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 경과 

후 해당 경로 정보를 삭제하므로 발생하는 제어 

패킷의 수는 DSR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AODV의 

제어 패킷 오버헤드의 문제 에 한 개선이 필요

하다[2]. 

따라서 AODV 라우  로토콜의 문제 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개선된 성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먼  

AODV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factor들

과 성능 매트릭들과의 상 계에 한 종합 인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합 인 분석

을 기반으로 시뮬 이션 라미터를 설정하게 된

다면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성능 분석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factor들의 값을 변화

시키면서 구성되는 시나리오의 수가 워낙 많기 때

문에 시뮬 이션 수행과 결과 분석을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거의 부분의 선행 연구

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특정 factor의 값 혹은 

그 값의 변화에 국한시켜 수행한 실험 결과를 특

정 성능 매트릭을 기 으로 분석하여 제안함으로

서 이를 기반으로 종합 인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factor들

과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인 factor들 

즉, 휴지시간(Pause time), 최  속도(Maximum 

velocity), 이동 노드의 비율, Hello message inter-

val, 역폭(Bandwidth)의 값을 모두 변화시키면서 

AODV 라우  로토콜을 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QualNet 5.0을 이용하여 사  실험을 수

행하며,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MANET Working Group에 의해 제안된 성능 매

트릭(Performance metric)들 즉, 패킷 송률, 평균 

종단간 지연, 제어 패킷 오버헤드와 네트워크 수

명에 향을 미치는 잔존 에 지량을 기 으로 사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 

한 분석 결과를 통해 AODV 라우  로토콜

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factor들과 성능 매트릭

들 간의 상 계를 밝히고, 각 성능 매트릭들의 

최 값과 최소값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factor들의 

값을 선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라우  로

토콜들의 성능을 분석하기 한 실험에서 최소한

의 시나리오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들의 값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뮬 이션 라미터 값들을 기반

으로 요구 기반 방식의 AODV, DSR, Hello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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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사용하는 DYMO(이하 DYMO), 그리고 Hello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DYMO(이하 noHello_ 

DYMO) 라우  로토콜들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 결과를 통해 요구 기반 방식의 라

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의 련 

연구에서는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 라우  로토

콜들의 종류와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에 한 

연구들을 기술하고, 본 논문에서 성능을 비교할 

DSR, AODV, DYMO 라우  로토콜들에 해 

설명한다. 제 3장의 실험 분석에서는 AODV 라우

 로토콜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Factor들의 

값을 변화시키며 수행한 사  실험과 성능 매트릭

들을 기 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제 4장 실

험 평가에서는 사  실험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한 DSR, AODV, DYMO 라우  로토콜들

의 성능 비교 실험과 그 분석 결과도 설명하며, 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Ad Hoc Network의 라우  로토콜 

Ad-hoc 네트워크의 라우  로토콜은 [그림 1]

과 같이 크게 유선환경에서 사용되는 Bellman- 

Ford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테이블 리 방식과 이

동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요구 기반 방

식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의 장 을 혼합한 하이

리드 방식(Hybrid)과 기타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5]. 

[그림 1] 애드혹 라우  로토콜의 분류

2.1.1 테이블 리 방식(Table-driven) 

테이블 리 방식은 유선환경에서 사용한 Bel-

lman-ford 방식을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 용

하는 것으로 각 노드가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노

드들에 한 체 경로를 테이블 각 엔트리에 

장하고 있다가 주기 으로 는 네트워크 토폴로

지가 변화할 때 라우  정보를 로드캐스  함으

로써 항상 최신의 네트워크 정보를 유지하는 방식

이다. 트래픽 발생으로 연결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경로 정보를 갖고 있어 연결설정이 빠른 장 이 

있지만, 경로 리를 한 제어 메시지의 로드

캐스  오버헤드가 무 크고, 이동 애드 혹 네트

워크에서와 같은 잦은 상변화에 해 사용하지

도 않는 경로발견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많은 

부분을 소비한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테이블 

리 방식의 라우  로토콜에서는 제어 메시지

의 양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노드의 숫자가 은 소규모 애

드 혹 네트워크에 합하나, ․ 형 네트워크에

서는 많은 단 을 갖는다. 

한 이 방식의 라우  로토콜로는 DSDV(De-

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WRP(Wi-

reless Routing Protocol), CGSR(Clusterhead Ga-

teway Switching Routing), STAR(Source-Tree 

Adaptive Routing) 등이 있다[5, 16]. 

2.1.2 요구 기반 방식(On-Demand) 

요구 기반 방식은 테이블 리 방식의 단 을 

해결하고,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 합하도

록 제안된 로토콜로서 네트워크 내의 모든 이동 

노드에 한 체 경로를 상시 유지하지 않고, 데

이터 송이 필요할 때에만 경로 획득 차를 수

행한다. 따라서 연결 요청이 있을 때 목  노드로

의 경로 설정을 한 로드캐스  오버헤드가 발

생되고, 이로 인해 경로 발견을 한 지연 시간이 

커지는 단 이 있지만, 경로 설정 시 이동 노드의 

이동성을 즉시 반 할 수 있어 정확한 경로 설정

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요구 기반 방식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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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로토콜에서는 기 경로 탐색에 따른 지연

이 발생하므로 최 의 경로 탐색과 더불어 경로 

탐색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연구의 이 맞

추어져 있다. 재로서는 노드가 빈번하게 이동하

는 애드혹 네트워크에는 가장 합한 방식으로 알

려져 있으며, 해당 하는 라우  로토콜로는 DSR 

(Dynamic Source Routing), AODV(Ad-hoc On- 

demand Distance Vector), ABR(Associativity- 

Based Routing), TORA(Temporally-Ordered Rou-

ting Algorithm), SSR(Scalable Source Routing), 

DYMO(DYnamic MANET On-demand Routing) 

등이 있다[5, 16].

2.2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 연구 

MANET 환경에서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

능을 비교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테이블 리 방식과 요구 기반 

방식 간의 비교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간의 비교 분석이다. 

2.2.1 테이블 리 방식과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 

[17]에서는 트래픽의 양과 노드의 개수, 노드의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테이블 리 방식(GRP, OL 

SR)과 요구 기반 방식(AODV, DSR, TORA)의 5

가지 라우  로토콜들의 성능을 비교하 으며, 

고정망에서는 테이블 리 방식의 OLSR이 이동

망에서는 요구 기반 방식의 AODV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한 요구 기반 방식이 경로 탐색으

로 인한 지연시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하 고, 

요구 기반 방식의 로토콜들 간(AODV, DSR, 

TORA)의 성능 비교에서는 고정망에서는 DSR이 

이동망에서는 AODV가 좋은 성능을 보 고, 특히 

High mobility를 갖는 경우 DSR의 캐싱된 경로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져 AODV가 더 좋은 성능을 

보 음을 제시하고 있다. [8]에서는 노드의 개수를 

변화시키면서 네트워크의 도에 따라 테이블 

리 방식(OLSR)과 요구 기반 방식(AODV, TORA)

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는데, 간 혹은 고 도

의 네크워크의 경우 AODV가 성능이 좋았음을 보

이고 있다. [15]에서는 네트워크 크기, 트래픽의 양

을 변화시키면서 테이블 리 방식(OLSR)과 요구 

기반 방식(AODV, TORA, DSR)의 성능을 비교하

는데, 체 성능에서는 AODV와 OLSR이 우수

했고, High congestion에서는 AODV가 더 효율

이었으며, 트래픽의 양이 많은 네트워크의 경우에

서도 송률에서 AODV의 성능이 좋았음을 보이

고 있다. [10]에서는 노드의 개수와 Pause time을 

변화시키면서 테이블 리 방식(OLSR)과 요구 기

반 방식(AODV)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는데, 

Average throughput에서는 AODV가 좋은 성능을 

보 다

. 

2.2.2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

[3]에서는 트래픽 양과 Pause time, Speed, 노드

의 개수, Terrain을 변화시키면서 AODV와 DSR

의 Energy consumption을 비교를 하 고, High 

traffic에서는 AODV가 DSR에 비해 에 지 소비

량이 었음을 보이고 있다. 

[13]에서는 Terrain(Density), Pause time(Mobi-

lity)을 변화시키면서 AODV와 DSR의 성능을 비

교하 는데, Small terrain(High density) 네트워크

의 경우에는 Congestion으로 AODV, DSR 모두 

Packet delivery fraction(이하 PDF)은 감소되고, 

High mobility에서 PDF는 AODV가 높고, Link 

break의 수는 AODV가 낮아 좋은 성능을 보 으

며, Medium과 Low mobility에서 PDF는 체 경

로를 갖는 DSR이 높았음을 보 다. 한 Medium

과 Large terrain(Medium과 Low density) 네트워

크의 경우에는 High, Medium 그리고 Low mobi-

lity 모두에서 PDF는 AODV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9]에서는 AODV, DSR 그리고 Hybrid 방식

의 ZRP를 비교하 는데, Pause time을 변화시키면

서 PDF와 Average end-to-end delay에서 AO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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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은 성능을 보 다고 제시하고 있다. [12]에서

는 Mobility(Pause time)와 Network load(Packet

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AODV와 DSR을 비교하

는데, High mobility 상황에서 PDF는 AODV가 

높았고, Average end-to-end delay는 DSR이 낮

았으며, Link break의 수는 AODV가 낮았음을 보

이고 있다. [6]에서는 노드의 수와 속도를 변화시

키면서 AODV와 DYMO의 성능을 비교하 는데, 

DYMO가 경로축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로탐

색을 한 제어 패킷이 기 때문에 Relative rou-

ting overhead에서는 DYMO가 낮은 값을 가졌다

고 한다. 하지만 Packet size는 AODV에서는 동일

한 크기 는데, DYMO에서는 Packet에 경로를 축

하므로 Packet size가 높은 값을 가졌음을 보이

고 있다. 한 Speed가 9m/s 이상의 High mobility

를 가진 경우에서도 Relative routing overhead는 

DYMO가 낮은 값을 보 고, 높은 속도에서 DYMO

의 경로  기능이 오히려 경로에 한 정보 신

뢰성을 감소시켜 Throughput에서는 AODV가 좋

은 성능을 보 다고 기술하고 있다. 

2.3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

2.3.1 DSR(Dynamic Source Routing) 

카네기 멜론 학의 Monarch(Mobile Network-

ing Architecture) 로젝트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

로 소스 라우 에 기반하고, 애드 혹 네트워크 이

동노드의 빠른 이동성을 고려하여 주기 인 라우

 패킷을 제거함으로써 역폭의 오버헤드를 

폭 인 요구 기반 로토콜이다. 

DSR의 이동 노드들은 소스 경로 정보를 장하

기 해 경로 테이블(route table) 신 경로 캐시

(route cache)를 유지하며 경로 캐시의 각 엔트리

들은 새로운 경로로 바뀔 때마다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 이동 노드가 목 지에 보낼 패킷이 생기면 

일단 목 지까지의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악하기 

해 경로 캐시를 검색하고, 경로가 존재하는 경

우 해당 경로를 패킷 송을 해 사용하며, 만약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RREQ(Route REQuest) 

패킷을 로드 캐스트하여 경로 발견(route dis-

covery) 차를 시작한다.

RREQ 패킷을 받은 노드들은 자신이 목 지에 

이르는 경로를 알고 있는지 검사하고, 경로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소를 RREQ 패킷의 RR 

(Route Record)필드에 추가한 후 다시 다른 출력 

링크들로 포워딩한다.

RREP(Route REPly) 패킷은 RREQ 패킷이 목

지에 도달했거나 목 지까지의 유효한 경로를 알

고 있는 간노드에 도달했을 경우 발생되며, 만

약 RREP 패킷을 발생시킨 노드가 목 지라면 그 

노드는 RR 필드를 RREP 패킷에 포함시켜 소스 

노드까지 역 경로(reverse route)를 통해 보내고 경

로를 설정하며, RERR(Route ERRor) 패킷과 ACK

를 사용하여 경로 유지(route maintenance) 단계

를 통해 경로가 유지된다.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경로 캐시의 오래된 

경로 정보는 유효한 경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

도 경로 캐시의 운용 정책으로 인해 유효한 경로

로 취 되고, 따라서 이 경로를 이용해 데이터를 

송한다면 자원의 낭비와 경로 획득 시간의 지연 

등 문제 을 일으킬 수 있다. 한 DSR이 소스 라

우 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 노드는 경로가 필요

시 경로 획득 차를 수행하여 얻은 경로를 데이터 

패킷의 헤더에 추가하여 송하는데, 이 은 이

동단말의 숫자가 은 네트워크에서는 합하나, 

형 이상의 규모 네트워크에서는 경로 획득 

차로 얻어진 경로의 양이 상당히 커짐으로써 이로 

인하여 한정된 자원인 무선에 향을 미칠 수 있

고, 경로의 노드 수에 비해 상 으로 송할 데

이터의 양이 은 경우 상당히 비효율 인 면이 

나타날 수 있는 방식이다[16]. 

2.3.2 AODV(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애드 혹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을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 특히 많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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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픽과 높은 이동성을 갖는 이동 애드 혹 네트워

크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AODV는 1999년

에 C. Perkins에 의해 테이블 기반 방식의 DSDV

를 요구 기반 방식에 용하기 해 제안된 라우

 로토콜이다.

AODV는 연결 요청이 있을 때 경로 탐지 차

를 통해 얻어진 경로만을 일정시간 동안 유지한다

는 에서 테이블 기반 방식의 DSDV를 개선하

다. 한 연결 요청 시 경로 정보를 획득하기 때문

에 노드의 이동성에 한 정확한 정보를 경로 설

정에 반 할 수 있어 데이터 송률에서는 우수함

을 보인다. 

같은 요구 기반 방식의 DSR과 비슷하게 동작하

며 라우 을 한 제어 패킷도 RREQ, RREP, RE 

RR 패킷이 사용된다. AODV는 패킷 헤더에 체

경로를 포함하지 않아 역폭 측면에서 소스 라우

 시 자원낭비 문제 을 개선하 고, 단지 통신할 

필요가 있는 노드간의 경로만 라우  테이블에 

리함으로써 DSR 라우  로토콜을 개선하 다. 

한 잘못된 경로 사용과 루 형성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시 스 번호(Sequence Number)를 사

용한다. 반면 AODV는 연결 요청 시 경로를 설정

하기 때문에 평균 종단간 지연시간이 높고, 경로 

축  방식을 용하는 다른 라우  로토콜들에 

비해 제어 패킷 오버헤드가 크다. 

한 AODV는 RREP 패킷이 RREQ 패킷으로부

터 설정된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칭링크 만을 

지원하고, 목 지까지 하나의 경로만 유지하며, 경

로가 변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패킷이 송되지 않

으면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경로를 자동 삭제하므

로 발생하는 제어 패킷 수는 DSR보다 훨씬 많은 

단 을 갖는다[5]. 

AODV의 제어패킷은 경로 탐지를 한 RREQ, 

RREP 등과 경로유지를 한 RERR, 그리고 주기

인 Hello message 등이 사용되며 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경로 탐지에서의 RREQ를 이기 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는 동 인 상 변화로 이

동 노드들 간의 로컬 연결을 탐지하기 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링크 계층 피드백

(link layer feedback)을 이용 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주기 인 제어 패킷의 로드 캐스트를 이용

한다. 그러나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링크 계층 

피드백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의 로

토콜들은 주기 인 제어 패킷을 로드캐스트함으

로써 노드들 간의 로컬 연결을 탐지한다[4]. 특히 

AODV는 경로 유지를 해 주기 으로 Hello me-

ssage를 로드캐스트 하는데 이것은 이웃 노드들

과의 로컬 연결에 한 탐지와 이웃 목록을 유지

하기 한 것이다. 

2.3.3 DYMO(DYnamic MANET On-demand 

Routing) 

[그림 2]에서 요구 기반 방식의 표 인 AODV 

라우  로토콜은 큰 라우  오버헤드와 구 의 

복잡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DYMO 라우  

로토콜의 동작은 AODV와 유사하면서도 기존

의 라우  로토콜의 핵심 인 기능만을 필수 기

능으로 고려하여 로토콜을 최 한 단순하게 하

다. 

[그림 2] IETF MANET 워킹 그룹

DYMO가 기존의 AODV와 구분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로 (path accumulation) 기

능이다. 즉, 목 지까지의 경로를 설정하기 해 

RREQ 메시지를 체 네트워크에 하면 경로

를 설정하는 동안 노드들은 자신의 경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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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에 덧붙여 경로를 축 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RREQ가 목 지 노드에 도착하면 목 지 노드

는 축 된 경로 정보를 이용해 RREP를 만들어 소스

노드에 유니캐스트 함으로써 경로가 설정되고 소

스와 목 지 경로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경로 정

보들이 경로 설정 패킷에 포함되게 된다. 

경로 유지 메커니즘으로 순차번호와 홉 카운터

를 사용하여 경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그 

경로를 삭제하고, 최신 정보여부의 확인과 라우  

테이블을 갱신하며, 경로정보가 유효하다고 단

되면 소스노드에 의해 근이 가능하다고 가정하

고, 유효하지 않은 라우  정보는 삭제되어 더 이

상 하지 않음으로써 경로의 유효성을 유지한

다. DYMO는 동 인 네트워크에 용되기 때문에 

경로가 설정된 이후에도 계속 인 모니터링을 하

는데, 타이머를 이용해서 오래되고 안 하지 못한 

경로들을 삭제함으로써 최신의 경로 정보를 유지

하고, 이웃 노드 발견 메커니즘 등을 해 Hello 

패킷 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이웃 노드들 사이의 

연결과 경로를 모니터링한다[6, 7, 11].

3. 실험 분석 

AODV 라우  로토콜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Factor들과 성능 매트릭들간의 상 계를 밝히기 

한 사  실험과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사  실험

3.1.1 사  실험 환경

련 연구를 통해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AODV 라우  로토콜은 다른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에 비해 상 으로 

제어 패킷 오버헤드가 크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

서 이 의 개선을 포함한 AODV의 반 인 운  

성격을 악하기 해 성능에 향을 미치는 Fac-

tor들과 성능 매트릭들 간의 상 계를 밝히고, 성

능 분석을 한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 값을 

선정하기 해 QualNet 5.0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 고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다.

사  실험의 시뮬 이션 환경은 <표 1>과 같이 

1500m×1500m의 시뮬 이션 공간에 100개의 노드

를 임의로 배치시키고, AODV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Factor들은 100개의 노드  이동 노드의 

비율(이하 #mobile로 표 하고 10, 20, 30, 40%로 

증가), Maximum velocity(5, 10, 15, 20m/s로 증

가), Hello message interval(0.5, 1, 2, 3, 4, 5, 10, 

40, 80, 120s로 증가), Pause time(30, 100, 500s로 

증가), Bandwidth(2 Mbps)로 설정하 으며, 작성

된 900여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AODV 라우  

로토콜을 이용하여 사  실험을 수행하 다. 

<표 1> 사  실험을 한 시뮬 이션 라미터 

Factor Value

Simulation Tool QualNet 5.0

Simulation Time 1000s

Simulation Terrain 1500m×1500m

Number of Node 100 

Number of CBR 
(CBR rate)

5000packet
(1packet/sec)

CBR packet size 512bytes

Channel Frequency 2.4Ghz

MAC layer IEEE 802.11b DCF

Mobility model Random waypoint

Bandwidth
(Transmission range)

2Mbps(449.403m)

Pause time 30, 100, 500s

Maximum Velocity
5(1～5), 10(6～10), 
15(11～15), 
20(16～20)m/s

Number of mobile node 10, 20, 30, 40(%) 

Hello message interval
0.5, 1, 2, 3, 4, 5, 
10, 40, 80, 120(s)

3.1.2 성능 매트릭(Performance Metrics)

본 연구에서 사  실험과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 실험의 결과 분석

을 해 사용한 성능 매트릭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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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Packet Delivery Ratio&Average E2E 
Delay(Pause= 30s) 

  [그림 4] Packet Delivery Ratio&Average E2E 
Delay(Pause= 100s) 

  [그림 5] Packet Delivery Ratio&Average E2E 
delay(Pause= 500s) 

•패킷 송률(Packet Delivery Ratio)

：목 지 노드에서 수신한 패킷수/소스 노드

에서 송한 패킷 수 

•평균 종단간 지연(Average End-to-end de-

lay)：인터페이스에서의 큐잉지연(queuing 

delay), MAC에서의 재 송 지연(retransmi-

ssion delay) 그리고 경로 탐색 동안 버퍼링

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지연을 모두 포함하고, 

(propagation)와 송(transfer) 시간들도 

포함된다. 

•제어 패킷 오버헤드(Control Packet Overhead) 

：데이터 패킷의 달을 해 경로 탐지와 

경로 유지를 해 사용되는 제어 패킷의 수 

•잔존 에 지량(Residual Battery Capacity)

3.1.3 사  실험 결과 

사  실험 결과는 IETF MANET 워킹 그룹에 

의해 제안된 성능 매트릭들 즉, 패킷 송률(이하 

PDR), 평균 종단간 지연(이하 Delay), 제어 패킷 

오버헤드(이하 CPO)와 네트워크 수명과 련이 

있는 잔존 에 지량(이하 RBC)을 기 으로 분석

하 다. 

사  실험의 결과 차트는 우선 패킷 송률과 

평균 종단간 지연을 Pause time 30, 100, 500 로 

구분하여 [그림 3]∼[그림 5]와 같이 한 차트에 이

축 혼합형으로 제시하 고, 각 차트의 왼쪽 주

축은 패킷 송률(PDR)을 오른쪽 보조축은 평균 

종단간 지연(Delay)을 나타내도록 하 다. 한 제

어 패킷 오버헤드와 잔존 에 지량도 Pause time 

30, 100, 500  각각에 하여 [그림 6]∼[그림 8]

과 같이 한 차트에 이 축 혼합형으로 제시하 으

며, 각 차트의 왼쪽 주축은 제어 패킷 오버헤드

(CPO)를 오른쪽 보조축은 잔존 에 지량(RBC)을 

나타내도록 하 다. 

모든 차트의 가로 X축은 우선 Hello message 

interval이 0.5, 1, 2, 3, 4, 5, 10, 40, 80, 120s로 구

분되고, 각 Interval에서 Maximum Velocity가 5, 

10, 15, 20m/s로 분류되어 시뮬 이션 결과 값을 

나타내며, 각 차트의 연결선들은 이동노드의 비율

이 10(m10%), 20(m20%), 30(m30%), 40(m40%) 

%인 경우의 결과 값을 나타낸다.

⑴ 패킷 송률(Packet Delivery Ratio)

패킷 송률에 한 사  실험 결과 값은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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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이 30 인 경우는 [그림 3], 100 인 경우는 

[그림 4], 그리고 500 인 경우는 [그림 5]와 같으

며, 세 가지 차트 모두에서 왼쪽 주축이 패킷 송

률(PDR)을 나타낸다.

우선 Pause time(30, 100, 500s)을 기 으로 결

과 값을 분석해 보면 Pause time이 100 인 경우

가 각 구간 별로 최  PDR 값을 가장 많이 나타

냈고, 30 인 경우가 최소 PDR 값을 가장 많이 나

타냈다.

한 이동 노드의 비율(10, 20, 30, 40%)을 기

으로 분석해 보면 이동 노드가 10%(m10%)인 경

우가 구간별로 최  PDR 값을 가장 많이 나타냈으

며, 상 으로 많은 노드가 이동하는 40%(m40%)

인 경우는 최소 PDR 값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최  Velocity(5, 10, 15, 20m/s)를 기 으로 분

석해 보면 5m/s와 10m/s인 경우가 최  PDR 값

이 체로 많았고, 이  10m/s가 최  PDR 값을 가

장 많이 유지하 으며, 20m/s인 경우가 최소 PDR 

값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Hello message interval(0.5, 1, 2, 3, 

4, 5, 10, 40, 80, 120s)을 기 으로 결과 값을 분석

해 보면 0.5 인 경우가 PDR 값이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Hello message interval이 증가할수록 PDR

값도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차 감소한다. 

한 [14]RFC 3561에서 제안한 Hello_interval의 de-

fault value인 1  이후 PDR 값의 격한 감소 

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이것은 Pause time 

30, 100, 500  모두에서 찰되었고, 특히 30 와 

500 에서 더 많이 발생하 다

⑵ 평균 종단간 지연(Average End-to-end 

Delay)

평균 종단간 지연에 한 사  실험 결과 값도 

Pause time이 30, 100, 500 인 경우로 구분하여 

[그림 3]∼[그림 5]와 같고, 차트 모두에서 오른쪽 

보조축이 평균 종단간 지연(Delay)을 나타낸다. 

Pause time(30, 100, 500s)을 기 으로 결과 값

을 분석해 보면 100 인 경우에 각 구간별로 최소 

Delay 값을 가장 많이 보유하 고, PDR의 경우와 

달리 30 인 경우에 비해 500 인 경우가 최  

Delay 값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한 이동 노드의 비율(10, 20, 30, 40%)을 기

으로 분석해 보면 이동 노드가 10%(m10%)인 경

우가 구간별로 최소 Delay 값을 가장 많이 유지하

고, 상 으로 많은 노드가 이동하는 40%(m 

40%)인 경우는 최  Delay 값을 가장 많이 보유

하 다. 

최  Velocity(5, 10, 15, 20m/s)에 의한 분석은 

10m/s인 경우가 최소 Delay 값을 많이 유지하

고, PDR과 달리 각 구간별로 5m/s인 경우에 최  

Delay값을 많이 나타냈다. 

Hello message interval(0.5, 1, 2, 3, 4, 5, 10, 40, 

80, 120s)을 기 으로 분석한 결과 값은 0.5 인 

구간이 Delay 값이 가장 높았고, Interval이 증가

함에 따라 Delay 값은 감소하 으며 그 감소폭도 

차 어들었다. 

⑶ 제어 패킷 오버헤드(Control Packet 

Overhead)

제어 패킷 오버헤드에 한 사  실험 결과 값

은 Pause time 30, 100, 500 인 경우 각각에 해 

[그림 6]∼[그림 8]과 같으며, 세 가지 차트 모두에

서 왼쪽 주축이 제어패킷 오버헤드(CPO)를 나타

낸다. 

Pause time(30, 100, 500s)을 기 으로 결과 값

을 분석해 보면 Pause time이 100 인 경우가 각 

구간 별로 최소 CPO 값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최

 CPO 값은 30과 500 에 많았고 그  500 인 

경우가 더 많이 보유했으며 이 결과는 평균 종단

간 지연과 비슷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이동 노드의 비율(10, 20, 30, 40%)을 

기 으로 분석해 보면 이동 노드가 10%(m10%)인 

경우가 각 구간별로 최소 CPO 값을 가장 많이 보

유했고, 반면 많은 노드가 이동하는 40%(m40%)

인 경우는 최  CPO 값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  velocity(5, 10, 15, 20m/s)에 의한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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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s인 경우가 최소 CPO 값을 많이 보유하 고, 

5와 20m/s인 경우에 최  CPO 값이 많이 나타났

지만 그  20m/s인 경우가 더 많이 보유했다. 

Hello message interval(0.5, 1, 2, 3, 4, 5, 10, 40, 

80, 120s)을 기 으로 분석해보면 0.5 인 경우의 

CPO 값이 가장 높았고, Interval이 증가할수록 CPO 

값은 감소하 으며 그 감소폭도 차 어들었다. 

⑷ 잔존 에 지량(Residual Battery 

Capacity)

잔존 에 지량에 한 사  실험 결과 값은 제

어 패킷 오버헤드와 같이 Pause time에 따라 각각 

[그림 6]∼[그림 8]과 같고, 세 가지 차트 모두에서 

오른쪽 보조축이 잔존 에 지량(RBC)을 나타낸다.

Pause time(30, 100, 500s)을 기 으로 분석된 

결과는 Pause time이 100 인 경우에 각 구간 별

로 최  RBC 값을 가장 많이 보유했고, 반면 500

인 경우에 각 구간별로 최소 RBC 값을 가장 많

이 나타냈으며 이 결과는 제어 패킷 오버헤드와 평

균 종단간 지연에서와 같다. 

다음으로 이동 노드의 비율(10, 20, 30, 40%)을 

기 으로 분석해 보면 이동 노드가 10%(m10%)인 

경우가 각 구간별로 최  RBC 값을 가장 많이 보

유했고, 반면 많은 노드가 이동하는 40%(m40%)

인 경우는 최소 RBC 값을 가장 많이 나타냈다. 

최  Velocity(5, 10, 15, 20m/s)에 의한 분석은 

각 구간별로 10m/s인 경우가 최  RBC 값이 가

장 많이 나타났고, 20m/s인 경우는 최소 RBC 값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Hello message interval(0.5, 1, 2, 3, 4, 5, 10, 40, 

80, 120s)의 기 으로 분석된 결과는 0.5 인 경우

의 RBC 값이 가장 낮았고, Interval이 증가할수록 

RBC 값은 증가하 으며 그 증가폭은 차 어들

었다. 

3.1.4 AODV 성능에 향을 미치는 Factor들과 

성능 매트릭들 간의 상  계 분석 

AODV 라우  로토콜의 성능에 향을 미치

는 Factor들과 성능 매트릭들 간의 상 계를 분

석하기 해 수행한 사 실험의 결과 값을 IETF 

MANET 워킹 그룹이 제안하는 성능 매트릭들 외

에도 RERR(Route ERRor)패킷의 수와 단 된 링

크의 수도 포함하여 분석하 다.

 [그림 6] Control Packet Overhead and Residual 
Battery Capacity(Pause= 30s)

  [그림 7] Control Packet Overhead and Residual 
Battery Capacity(Pause= 100s)

 [그림 8] Control Packet Overhead and Residual 
Battery Capacity(Pause= 5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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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단 되면 련된 노드는 송 이던 패

킷을 큐(Queue)에 넣고 제어 패킷의 일종인 RERR

을 발생시켜 송하며, 해당 경로를 다시 확보한 

후에 재 송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 된 링크가 바로 패킷 손실로 이어지

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패킷 달률에 직

인 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평균 종단간 지연

시간과 한 련이 있다[1]. 

단 된 링크의 수, RERR 패킷의 수, 제어 패킷 

오버헤드, 그리고 평균 종단간 지연은 서로 비례

계에 있고, 제어 패킷이 많이 발생되면 잔존 에

지량은 감소하게 되므로 잔존 에 지량과 패킷 

달률은 제어 패킷 오버헤드와 지연에 반비례 계

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실험 결과를 각 

구간에서 성능 매트릭 별로 최 값과 최소값을 나

타내는 Factor들의 횟수를 계산하여 <표 2>와 같

이 정리하 다. 

   <표 2> 성능 매트릭별 최 값( 는 최소값)을  
나타내는 Factor들의 횟수

<표 2>에 의하면 각 구간별로 최  PDR 값과 

최소 Delay, 그리고 최소 CPO 값을 가장 많이 보

유한 Factor들의 값은 Pause time에서는 100 가 

이동 노드의 수에서는 10%의 이동 노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최  Velocity에서는 10m/s인 경우

에 많이 나타난다. 

한 최소 PDR 값과 최  Delay, 그리고 최소 

CPO 값을 가장 많이 나타낸 Factor들의 값은 Pause 

time에서는 30 와 500 가 혼재 되어 나타나고, 

이동 노드의 수에서는 많은 노드가 이동하는 40%

인 경우, 그리고 최  Velocity에서도 5m/s와 20m/s

가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3.1.5 AODV 라우  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한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 

라우  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할 때마다 사  

실험과 같이 많은 Factor들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시뮬 이

션의 수행과 분석을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다. 하지만 그 기 때문에 특정 Factor만을 선

택하여 그 값을 변화시키거나 특정 값만을 선택하

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면 

체 상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므로 공정한 성능 

평가라고 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Factor들의 값을 변화시켜 매번 성

능 분석을 해 이 많은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분석

하기보다는 사  실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각 Fac-

tor별로 성능 매트릭들의 최 ․최소값을 가장 많

이 나타내는 값만을 선정해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로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수행하면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고, 각 성능 매트릭들의 

결과 값과 Factor들 간의 계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 3>과 같이 사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각 성능 매트릭들의 최

․최소값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Factor들의 값

을 선정하여 시뮬 이션 라미터 값들로 활용한

다면 향후 라우  로토콜의 성능 평가를 한 

실험에서 최소한의 시나리오로 정확한 성능을 평

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 한다.

<표 3>에 의하면 각 구간별로 최  PDR 값과 

최소 Delay, 그리고 최소 CPO 값을 가장 많이 보

유한 Factor들의 값은 Pause time에서는 100 , 

이동 노드의 수에서는 10%의 이동 노드가 있는 경

우, 그리고 최  Velocity에서는 10m/s인 경우이다.

한 최소 PDR 값과 최  Delay, 그리고 최  

CPO 값을 가장 많이 나타낸 Factor들의 값은 Pause 

time에서는 30 와 500 가 뒤섞여 있지만 자주 

멈추는 30 와 1번 멈추는 500 의 경우 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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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번 멈추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들을 많이 발생

시킬 것으로 단해 30 로 선정하 고, 이동 노드

의 수에서는 40%인 경우, 그리고 최  Velocity에

서도 5m/s와 20m/s가 뒤섞여 나타나지만 빠른 속

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문제 이 많이 발생될 것으

로 단해 20m/s로 선정하 다. 

Hello message interval은 0.5  구간에서 PDR 

값이 가장 낮고, Delay와 CPO 값이 가장 높게 나

타났지만[14] RFC 3561에서 제안한 default Hello_ 

interval인 1 에서도 그런 결과가 유지되어 체

하 고, 1  보다 큰 Interval에서는 PDR 값이 

격히 떨어지는 상들이 Pause time 30, 100, 500

 모두에서 발견되는 을 고려하고, 3  이후 

PDR은 크게 증가 하지 않았고, CPO와 Delay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Hello message in-

terval은 1 (Min)와 3 (Max)를 선정하 다. 

<표 3>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 

Simulation parameter
PDR(Max), 
Delay(Min), 
CPO(Min)

PDR(Min), 
Delay(Max), 
CPO(Max)

Pause 100s 30s

Number of mobile node 10% 40% 

Maximum velocity 10m/s 20m/s

Hello message interval 3s 1s

물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 값들은 <표 1>과 같이 1500m×1500m의 

시뮬 이션 공간에 100개의 노드를 임의로 배치시

키고, 이동 노드의 이동 모델은 Random waypoint

를 사용하는 것을 제로 한다. 한 충분한 결과

를 얻기 하여 Simulation time은 1000 , 목 지 

노드들은 모두 Random waypoint의 이동 모델로 

움직일 것을 권장한다. 

4. 실험 평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  실험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수행한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

들(AODV, DSR, DYMO)의 성능 비교 실험과 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4.1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비교

4.1.1 성능 비교 실험 환경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간의 성능

을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특정 

Factor의 값 는 그 값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특정 성능 메트릭을 기 으로 분석하여 

제안하 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종합 인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 4> 성능 비교를 한 시뮬 이션 라미터

Factor Value

Simulation Tool QualNet 5.0

Simulation Time 1000s

Simulation Terrain 1500m×1500m

Number of Node 100 

Number of CBR 
(CBR rate)

5000 packet
(1 packet/sec)

CBR packet size 512bytes

Channel Frequency 2.4Ghz

MAC layer IEEE 802.11b DCF

Mobility model Random waypoint

Bandwidth
(Transmission range)

2Mbps(449.403m), 
11Mbps(272.450m)

Pause time 30, 100s

Maximum Velocity
10(6～10)m/s, 
20(16～20)m/s

Number of mobile node 10, 40(%) 

Hello message interval 1, 3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진행한 사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된 시뮬 이션 라미터를 

용하여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에

서 AODV, DSR, Hello 메시지를 사용하는 DY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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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DYMO), 그리고 Hello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는 DYMO(이하 noHello_DYMO) 라우  로

토콜들의 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IETF MANET 워킹 그룹에서 제안한 성능 매트

릭들과 잔존 에 지량을 기 으로 성능을 비교 분

석하 다. 

요구 기반 방식의 성능 비교 실험 환경은 <표 

3>에서 제안한 성능 평가를 한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를 참고하여 <표 4>와 같이 설정하

다.

 

4.1.2 성능 비교 실험 결과

시뮬 이션 결과는 각 성능 매트릭 별로 역폭

이 2Mbps와 11Mbps인 2가지 차트로 제시된다. 

각 차트의 X축은 우선 Pause time이 30, 100 로 

구분되고, 이후 각 Pause time내에서 이동 노드의 

비율(#mobile)이 10, 40%로 분류되며, 각 이동 노

드의 비율 내에서 message interval이 1, 3 로 구

분되고, message interval에서 Maximum Velocity

가 10, 20m/s로 분류되어 시뮬 이션 결과 값을 

나타낸다.

주의할 은 본 실험에 사용할 라우  로토콜 

 DSR은 주기 인 제어패킷을 제거한 방식이기 

때문에 Hello interval이 1 인 경우와 3 인 경우는 

동일한 DSR의 결과를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밝힌

다. 한 DYMO도 Hello message의 사용을 선택

할 수 있어 Hello message를 사용하지 않는 DYMO 

(이하 noHello_DYMO라고 표 )도 DSR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 음을 명시한다. 

Hello message를 사용하는 AODV의 문제 을 

향후 개선할 정으로 Hello message를 사용하지 

않는 AODV는 실험에서 배제하 고, Hello mes-

sage를 사용하는 AODV와 DYMO의 경우는 Hello 

interval을 1 와 3 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실험하

다. 

⑴ 패킷 송률(Packet Delivery Ratio)

DSR, AODV, DYMO, 그리고 noHello_DYMO

의 시뮬 이션 결과  역폭이 2Mbps인 패킷 

달률은 [그림 9]와 같고, 11Mbps의 패킷 달률

은 [그림 10]과 같다. 

역폭이 2Mbps인 [그림 9]와 11Mbps인 [그림 

10] 모두 Pause time이 100 인 경우가 30 인 경

우보다 PDR 값이 높고, 이동 노드의 비율이 10%

인 경우가 많은 노드가 움직이는 40%인 경우 보

다 PDR 값이 높았다. Hello message를 사용하는 

AODV와 DYMO는 Message interval이 3 인 경

우가 메시지가 더 자주 송되는 1 인 경우보다 

체로 PDR 값이 높았으며, Maximum velocity가 

10m/s인 경우가 20m/s인 경우보다 PDR 값이 더 

높았다. 

즉, 각 이동노드가 자주 멈추지 않으며, 이동 노

드의 비율이 고, 움직이는 최  속도가 작은 경

우 그리고 메시지를 자주 송하지 않는 경우가 

PDR 값이 높았다.

[그림 9] Packet Delivery Ratio(Bandwidth=2Mbps)

[그림 10] Packet Delivery Ratio(Bandwidth=11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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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verage End-to-end Delay(Bandwidth =
2Mbps)

 [그림 12] Average End-to-end Delay(Bandwidth
= 11Mbps)

AODV와 noHello_DYMO가 다른 로토콜들에 

비해 PDR 값이 체로 높은 편이나 주기 인 Hello 

message를 사용하지 않아 로컬 연결(local connec-

tivity)  이웃노드 집합(Neighbor set)을 탐지 하

지 않는 DSR과 noHello_DYMO는 PDR 값이 격

히 감소하는 구간이 2Mbps와 11Mbps 모두에서 발

생하 다. 이것은 사  실험 결과에서도 Hello me-

ssage interval이 1  이후로 커지면 격한 PDR 

값의 감소 구간들이 나타났던 것과 연  지을 수 

있으며, 반면에 Hello message를 사용하는 DYMO

의 경우는 PDR 값은 체로 낮은 편이지만 격히 

감소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AODV와 

DYMO는 PDR 값이 2Mbps의 경우보다 11Mbps에

서 체로 높아졌는데 noHello_DYMO의 경우는 

2Mbps와 비슷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격한 감소

가 나타나고, DSR의 경우는 오히려 11Mbps에서 

PDR 값이 감소하며, 특히 많은 노드들이 빠르게 

이동할 때 더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⑵ 평균 종단간 지연(Average End-to-end 

Delay)

성능 비교 실험 결과의 역폭이 2Mbps인 평균 

종단간 지연은 [그림 11]과 같고, 11Mbps는 [그림 

12]와 같다.

역폭이 2Mbps와 11Mbps인 [그림 11]과 [그림 

12] 모두 Pause 값이 100 인 경우가 30 인 경우

보다 Delay가 낮고, 이동노드의 비율이 10%인 경

우가 40%인 경우보다 낮으며, Hello message를 

사용하는 AODV와 DYMO는 Interval이 3 인 경

우가 메시지를 자주 송되는 1 인 경우 보다 낮

았다. 한 Maximum velocity가 10m/s인 경우가 

20 m/s인 경우보다 Delay가 체로 낮게 유지되

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자주 멈추지 않고, 이동 노드의 비율이 낮은 

경우 각 이동 노드가 속으로 움직이고 Message 

interval이 커서 메시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경

우에 Delay가 낮게 유지된다.

AODV와 noHello_DYMO가 다른 로토콜들에 

비해 Delay 값이 낮은 편이고, DSR의 경우는 많은 

노드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 Delay 값이 높아

지고, 특히 자주 멈추는 경우 Delay 값이 격히 증

가하는 구간이 2Mbps와 11Mbps 모두에서 발생하

다. 한 AODV, DYMO, noHello_DYMO, DSR 

모두 Delay 값이 2Mbps의 경우보다 11Mbps에서 

체로 낮아졌지만 DSR의 경우 격한 증가 구간

은 여 히 찰 되었다. 

⑶ 제어 패킷 오버헤드(Control Packet 

Overhead)

역폭이 2Mbps인 제어 패킷 오버헤드는 [그림 

13]과 같고, 11Mbps는 [그림 14]와 같다. Pause 

time이 100 인 경우가 30 에 비해 CPO가 낮은 

값을 나타내고, 이동노드의 비율이 낮은 10%가 40%

에 비해 CPO를 게 발생시키며, Hell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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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AODV와 DYMO의 경우는 interval

이 3 인 경우가 메시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1

에 비해 CPO가 낮다. 한 Maximum velocity

가 10m/s인 경우가 20m/s인 경우에 비해 낮은 

CPO를 발생시킨다. 

 [그림 13] Control Packet Overhead(Bandwidth=
2Mbps)

 [그림 14] Control Packet Overhead(Bandwidth=
11Mbps)

즉, 이동 노드들이 무 자주 멈추지 않고, 이동 

노드의 비율이 낮으며, 각 이동 노드가 속으로 

움직이고, Message interval이 커서 메시지가 많

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 CPO가 낮게 유지 된다.

CPO에서는 Hello message를 사용하지 않는 

DSR과 noHello_DYMO가 다른 로토콜들에 비

해 낮은 값을 보유하지만, Hello message를 사용

하는 AODV나 DYMO의 경우는 CPO 값이 높게 

유지되었다. 한 11Mbps에서 AODV나 DYMO

의 경우는 CPO 값이 체로 감소되었는데, 11Mbps

에서 PDR 값이 오히려 감소하 던 DSR은 CPO 

값이 더 증가하 으며, noHello_DYMO는 비슷하

게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함을 나타냈다. 

⑷ 잔존 에 지량(Residual Battery 

Capacity)

역폭 2Mbps의 잔존 에 지량은 [그림 15]와 

같고, 11Mbps의 경우는 [그림 16]과 같다. 

[그림 15] Residual Battery Capacity(Bandwidth=
2Mbps) 

[그림 16] Residual Battery Capacity(Bandwidth=
11Mbps)

잔존 에 지량은 Pause time 값이 30 에 비해 

100 가 체로 높게 유지 되고, 이동 노드의 비율

에서는 40%에 비해 많이 움직이지 않는 10%가 

높았으며, Hello message를 사용하는 AODV와 

DYMO는 Interval이 1 에 비해 3 인 경우가 더 

높았다. 한 이동 노드들의 Maximum velocity에

서는 20m/s에 비해 10m/s가 체로 에 지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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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높게 유지했다. 

즉, 이동 노드들이 무 자주 멈추지 않고, 이동 

노드의 비율이 낮으며, 각 이동 노드가 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Message interval이 커서 

메시지 송이 은 경우에 잔존 에 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폭이 2Mbps와 11Mbps 모두에서 AODV와 

noHello_DYMO가 높은 잔존 에 지량을 보유하

고, 11Mbps의 경우에는 AODV, noHello_DYMO, 

DYMO 모두 잔존 에 지량이 증가함을 보 지만 

DSR은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모습을 보 다. 

5. 결  론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AODV 라우  로토콜은 제어 패킷 오버헤드가 

크다는 문제 을 개선해야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를 통해 개선된 로토콜의 성능을 정확하게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AODV 라우  

로토콜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Factor들

과 성능 매트릭들과의 상 계에 한 종합 인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

반으로 시뮬 이션 라미터를 설정하여 시나리

오를 구성하게 된다면 더욱 공정한 성능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서

로 다른 환경에서 특정 Factor의 값 혹은 그 값

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특정 성능 

매트릭을 기 으로 분석하여 제안하 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종합 인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AODV 라우  로

토콜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Factor들과 

IETF MANET 워킹 그룹에서 제안하는 성능 매

트릭들간의 상 계를 밝히기 해 사  실험을 

수행하 고,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성능 매트릭들

의 최 값과 최소값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Factor

들의 값을 선정함으로써 향 후 라우  로토콜들

의 성능을 분석하기 한 실험에서 최소한의 시나

리오로 정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들의 값들을 제안하 다. 참

고로, 지면 계상 본문에 싣지는 않았으나 AODV

의 분석을 해 사용된 라미터와 성능 메트릭들

과 연 된 훨씬 더 많은 실험 결과들로부터 결론

들이 도출되었음을 밝히며, 재 Hello message와 

련지어 기존의 AODV를 개선하는 로토콜의 

연구  실험이 진행 이다.

다음으로, 에서 제안된 시뮬 이션 라미터 

값들을 사용하여 구성된 시나리오로 AODV와 같

은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 즉, DSR, 

DYMO, noHello_DYMO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

을 수행하 고, 성능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먼  라우  로

토콜의 성능을 분석할 때마다 다양한 Factor들과 

성능 분석 매트릭들 간의 상 계에 기반해 제안

된 최 의 시뮬 이션 라미터를 이용하여 최소

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라우  로

토콜의 각 성능 매트릭들의 결과 값에 Factor들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

어 시간과 노력을 일 것으로 기 한다. 

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특정 Factor의 값

이나 그 변화 값으로 실험하고 특정 성능 매트릭

으로 단편 인 분석을 함으로서 다양한 환경을 수

용하는 종합 인 분석을 어렵게 하 던 에 비해, 

최 한 다양한 Factor들을 사용하고 IETF MANET 

워킹 그룹에서 제안한 성능 매트릭들과 네트워크 

수명과 련이 있는 잔존 에 지량까지 포함해 요

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의 성능을 종합

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보다 정교한 비교우

의 정도를 제공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AODV 라우  로토콜의 

성능 분석에 유용한 실험 환경과 최 이라 단되

는 시뮬 이션 라미터들과 이를 통한 요구 기반 

방식의 라우  로토콜들에 한 성능 비교는 기

존의 라우  로토콜들이나 향 후 연구될 로토

콜의 성능 분석을 한 실험 환경의 설정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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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환경에서 특정 로토콜의 선택에 유용한 기

이 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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