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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AODV는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경로 요청 패킷이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지만, 
GAODV는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지의 이

동에 따른 위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상 목적지 도움 GAODV(Virtual Destination Aided 
GAODV(VDA-GAODV))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VDA-GAODV는, 알려진 목적지 위치를 이용하지 않고, 소스와 목

적지를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는 가상의 위치로 경로 요청 패킷이 전달되도록 한다. 경로 요청 패킷 재방송이 목적

지가 이동 가능한 영역을 되도록 많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 가상 위치를 도출한다. VDA-GAODV는, 알려진 

목적지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1-hop 통신 영역의 95 % 영역을 경로 요청 패킷 전달 과정에서 커버 가능하며, 이것은 

기존 GAODV보다 23 % 향상된 것이다. 

ABSTRACT 

The route request (RREQ) packet of the GAODV is propagated in a unicast-manner using the location of the 
destination, but the application of the GAODV is restricted by the assumption for the known destination’s lo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virtual destination aided GAODV (VDA-GAODV) that alleviates the uncertainty of the 
destination’s location due to the mobility. Instead of the known location of the destination, the VDA-GAODV 
disseminates a RREQ packet to an imaginary location on the line connecting the source and the destination. We 
derive an optimal imaginary destination that makes RREQ rebroadcasts cover the possible locations of the 
destination as much as possible. The VDA-GAODV enables the RREQ propagation to cover 95 % of the one-hop 
communication area centered at the originally known location of the destination, which is larger than that of the 
original GAODV by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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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기술의 효시는 1973년에 시작

된 DARPA의 Packet Radio Network [1] 연구로서, 통신 

네트워크 기반 시설이 없는 전쟁터에서 자율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이동하는 군 작전 차량들 간에 시스코에서 개

발한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장비를 탑재하여 효과적인 

통신이 가능하였다. 시스코는 IETF에서도 가장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기업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중반에 

Perkins는 DSDV [2], AODV [3] 등과 같은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고 이 프로토콜

들의 핵심 개념은 지금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은 품질 보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지국 기반의 셀룰러 방식 또는 유

선 네트워크 기술이 중심이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 기

술의 발전과 함께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4]. 모바일 기기의 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노드 밀

집도 또한 크게 증가되고, 이러한 고밀도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오버헤드로 경로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의 하나이다.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초밀집 네트

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5-7].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오

버헤드 개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테이블 기반 방식

에 비해서 오버헤드가 적은 온디맨드 방식의 AODV 원

리를 따른다 [8-11].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은 경로 요

청 패킷을 네트워크 전체에 플러딩하는데 이러한 브로

드캐스트 스톰 문제를 개선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

져 있다. 최근에는 경로 요청 패킷 송신 노드와 목적지

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특성을 가지는 

경로 요청 패킷을 고밀도 환경에서 유니캐스트 방식으

로 전달하여 경로를 찾아내는 GAODV 프로토콜이 제

안되었다 [12, 13]. GAODV 프로토콜은 경로 요청 패킷

을 중복하여 재방송하지 않으므로 AODV 원리를 따르

는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서 오버헤드가 가장 작다. 하

지만 GAODV는 목적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

정하므로 목적지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목적지 위치 정

보 획득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 위치 정보의 불확

실성이 커진다.

목적지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GAODV의 성

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획득한

지 오래되어 부정확한 목적지 위치 정보를 그대로 활용

하지 않고, 소스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가상

의 목적지 위치로 경로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가상 목

적지 도움 GAODV(Virtual Destination Aided GAODV 

(VDA-GAODV))를 제안한다. 목적지 위치 정보를 획

득한 후에 경과된 시간과 최대 이동 속도에 의해서 결

정되는 이동 가능 영역을 경로 요청 패킷이 최대로 커

버할 수 있는 최적의 가상 위치를 유도한다. 컴퓨터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유도된 최적 가상 위치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최적 가상 위치는 소스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

에 무관함을 보인다. VDA-GAODV는 목적지의 이동 

가능 영역이 1-홉 통신 반경 이내인 경우에 목적지의 이

동에 따른 경로 요청 패킷 수신 음영 지역을 5%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 GAODV보다 약 23 % 

향상된 것이다. 

Ⅱ. VDA-GAODV

2.1. GAODV [12]

T

D

d(T, D)-r

d(T, D)
N

r
1

SRR(T)

Fig. 1 RREQ propagation of the GAODV [12]

논문의 자족성을 위해서, GAODV를 간략하게 요약

한다[12]. 그림 1은 GAODV의 경로 요청 패킷 전달 과

정을 보여준다. GAODV에서는, T가 목적지 D를 향한 

경로 요청 패킷을 재방송하면 T의 경로 요청 패킷을 수

신한 노드들 중에서 아래 수식 (1)에 의해서 정의되는 

SRR(T) 영역에 존재하는 노드들만이 경로 요청 패킷을 

재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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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식 (1)에서  은 임의의 두 노드 X와 Y 사이

의 거리이다. 물리 계층의 통신 가능 범위는 노드의 위

치를 중심으로 하고 반경이 “1”인 원의 내부로 모델링

하고 은 1보다 작은 값이다. 그림 1에서 SRR(T)는 빗

금친 영역이다. GAODV는 중복 제어 메커니즘을 통하

여 SRR(T)에 존재하는 노드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노

드만이 경로 요청 패킷을 재방송한다. 

2.2. VDA-GAODV

GAODV 라우팅 프로토콜이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경로 요청 패킷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지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목적지가 움직이는 경우에

는 목적지의 위치 정보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고 목

적지의 위치가 변화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경로 찾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GAODV 라우팅 프로토콜이 

더 광범위한  네트워크 시나리오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는 목적지의 이동에 따른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을 개선

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목적지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

에 따른 GAODV의 경로 획득 확률 저하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서 알고 있는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그대로 활

용하기 보다는 소스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있

는 가상의 위치로 경로 요청 패킷이 전달되도록 하는 

VDA-GAODV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의 이동 속도는 max를 넘지 않

는다고 가정한다. 목적지의 이동 반경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ax∆                               (2)

여기에서, ∆는 소스 노드가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획득한 가장 최근 시각과 경로 요청 패킷을 송신하는 

시각의 차이다. 즉, ∆는 소스 노드가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마지막으로 갱신한 후부터 경과된 시간이다. 그

러면 모든 노드의 이동 속도는 max보다 작으므로 목적

지는 소스가 알고 있는 목적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반경이 인 원 내부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최대 이동 

속도와 목적지 위치 정보 취득 후 경과한 시간에 의해

서 정의되는 영역을 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는 노드 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고 반경이 

인 원의 내부이다. 

목적지는 반드시 에 위치하므로 GAODV의 

경로 요청 패킷이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전파되는 고

유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로 요청 패킷이 전달

되는 과정에서 이 경로 요청 패킷을 수신하는 영역에 

  영역이 가능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취득 된지 시간이 경과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알려진 목적지의 위치 정보를 직접 활용하기 

보다는 그림 2와 같이 소스 S와 목적지 D를 잇는 직선 

위에 놓인 가상의 위치를 활용한다. 그림 2는 소스 S가 

목적지 D에 대한 경로를 찾기 위해 경로 요청 메시지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노드 T가 경로 요청 패킷을 재방송

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두 

노드 X와 Y의 위치를 통과하는 직선을 로 표시

한다.

DS D1

(D,    )

T

(T, 1)
(T, r)

D2 D3



Fig. 2 Graphical illustration for an optimal imaginary 
destination in the proposed VDA-GAODV

먼저, S가 알고 있는 목적지 위치 (그림 2에서 D)로 

경로 요청 패킷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림 2와 같이 D

가 T)의 통신 가능 범위의 경계에 가깝에 위치하는 경우

를 고려하자. 이 때 T는 D가 T의 통신 가능 범위에 있다

는 것을 알기 때문에 GAODV의 경로 요청 패킷 재방송

은 T에서 종료된다. 만약 목적지가 

∩                           (3)

영역으로 이동하면 GAODV는 경로 찾기에 실패한

다. 수식 (3)에서, 는 집합 의 여집합이다. 만약 이 

경우에 S가 D 대신에 그림 2에서 을 목적지 위치로 

사용하면 은 T의 통신 범위 밖에 있으므로 SRR(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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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노드가 경로 요청 패킷을 한 번 더 재방송하게 되

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목적지 위치 에 의한 추가적

인 경로 요청 패킷 재방송은 수식 (3)에 의해서 정해지

는 음영 지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최적의 가상 위치를 보다 엄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Coverage ratio (CR)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CR 
 

     (4)

여기에서 는 가상의 목적지 로 경로 요청 

패킷을 재방송하는 노드이고 는 집합 에 의해

서 정의되는 영역의 넓이를 의미한다. 즉 CR은 최대 이

동 속도와 목적지 위치 정보 취득 후 경과한 시간에 의

해서 정의되는 목적지 위치 후보 영역 이 가상

의 목적지 로 경로 요청 패킷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경로 요청 패킷에 의해서 커버되는 비율이다. 

정리 1. CR을 최대로 하는 최적의 가상 위치는 

와 의 두 교점 중에서 S로부터 더 멀

리 떨어져 있는 교점이다. 는 의 경계

(boundary)를 뜻한다. 

증명. 그림 2에서, 와 의 두 교점 중

에서 S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점은 이다. 가

상의 목적지를 라고 하자. 가   내부에 있

는 경우와 외부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가 CR을 최

대로 만드는 최적의 가상  위치임을 보인다. 

먼저 그림 2에서 과 같이   내부, 즉, 가 

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는 

원래의 목적지 의 위치를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로 가 경로 요청 패킷 재방송 노드의 통신 경계에 가

까운 위치인 경우에는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따라서 가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에 가까워질수록,  즉, 에 가까워질수록 CR

이 증가한다.

이제 그림 2에서 와 같이 가   외부에 있

는 경우를 고려하자. 경로 요청 패킷이 전달되는 과정

에서 더 넓은 의 영역이 커버되기 위해서는 경

로 요청 패킷을 전달하는 노드들을 연결한 경로가 

의 지름에 가까워야 한다. 즉,   외부에 

있는   상의 가상의 목적지 위치 에 대해서 

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CR이 커

진다. 그림 2에서 에서   까지의 거리가 

보다 더 가깝다는 (즉, 이 

보다 의 지름에 더 근접한다) 사실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가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에 

가까울수록 CR이 크다.

결론적으로  와 의 두 교점 중에서 

S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점이 CR을 최대로하는 

최적의 가상 위치이다. □

Ⅲ. 시뮬레이션 결과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목적지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

을 해소 정도를 나타내는 성능지표로서 수식 (4)와 같이 

정의되는 CR을 채택하고 제안하는 VDA-GAODV의 

기존 GAODV 대비 CR 성능 향상 정도를 비교한다.

공정한 CR 성능 비교를 위해서 충분히 많은 노드 수

를 사용함으로써  GAODV의 선택적 경로 요청 패킷 재

방송 과정에서 연결성 문제로 인한 경로 실패는 발생하

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드의 통신 반경 안에 

평균적으로 100 개의 노드가 균일 분포로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은 0.6으로 고정하였다. 1,000 회의 전산 모

의 실험을 수행하고 평균을 취하였다.

그림 3은 가상 목적지 위치  변화에 따른 CR을 그

린 것이다. 이동 반경 는 1/2, 1, 3/2, 2 와 같이 총 4가

지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가로축은 알려져 있는 목적지 

위치()와 가상 목적지 위치  사이의 거리이고 세로

축은 CR이다. 그림 3(a), 3(b), 3(c)는 소스()부터 목적

지()까지의 거리 가 각각 3, 4, 5 인 경우이다. 

그림 3(a)에서  에 해당하는 곡선을 보면 

가 0.5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값이 증

가할수록 CR이 증가하고 가 0.5보다 큰 구간

에서는   값이 증가할수록 CR이 감소한다. 즉, 

   일 때 CR이 최대가 된다. 그림 3(a)에서 

가 1, 3/2, 2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 때 

CR이 최대가 되는데 이것은 정리 1과 일치한다. 또한 

그림 3(b) 및 3(c)에서와 같이 를 변화시켜도 

  에서 CR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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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CR vs. d(D, DI): (a) d(S, D)=3, (b) d(S, D)=4, 
(c) d(S, D)=5.

Fig. 4 CR vs. d(S, D) when d(D, DI) of the VDA-GAODV 
is set to be optimum in the case of ρ=1/2, 1.

따라서 정리 1은 소스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와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변화에 따른 최적의 가상 위치를 

설정한 VDA-GAODV와 기존 GAODV의 CR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는 1/2과 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모든 

에 대해서 VDA-GAODV의 CR이 GAODV보

다 높고 GAODV는   변화에 따라서 CR의 변동

폭이 큰 반면에 VDA-GAODV는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목적지 위치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에 GAODV 라우팅 프로토콜의 경로 탐색 

실패 확률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VDA- 

GAODV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VDA-GAODV

는 알고 있는 목적지 위치 정보가 아닌 노드의 최대 이

동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동 가능 영역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가상 위치 도움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

콜로서 기하학적 논리에 기반한 최적 가상 위치의 타당

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선박의 

최대 속도가 60 km/h 이내이고 VHF 모뎀의 통신 반경

이 수십 킬로미터임을 고려하면, 모뎀 통신 반경 내에

서 목적지 위치 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CR 손실 5% 

이내의 성능을 보이는 VDA-GAODV는 해양 이동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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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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