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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선 네트워크 에 VoIP서비스는 더욱더 인기

가 있다. 유선 네트워크보다 무선 네트워크의 사

용하기 편한 편리성과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성 등장의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선 

네트워크처럼 강 하고 안 한 통신환경을 제공

할 수 없어서 무선네트워크 기반인 VoIP 서비스 

성능이 유선보다 좋지 않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 연구되고 있는 시 에서 네트워크 

환경 자원을 합리 으로 이용을 하면 유선 네트

워크보다는 무선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 할 수

가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 VoIP 서비스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

심이다.

를들면. 사용자의 수량이 고정된 무선 네트워

크 해 당한 네트워크 크기가 통신 방해를 피

할 수 있다. 다른  모델에 따라  송효율 차

이가 있다. VoIP의 사용 확률도 성능에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NS-2(Network Simulation-2)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네트워크들의 크기,  모

델와 VoIP의 사용 도를 넓 가며 무선 네트워

크 기반인 VoIP 서비스를 시행해보고 유선 네트

워크보다 비교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안해본다.

Ⅱ. MOS

VoIP의 QoS를 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코덱,

패킷화, 패킷손실, 지연  네트워크 서비스 모델

등 있다. VoIP의 성능을 평가하는 공식인 방안은 

ITU-T에서 개발된 MOS를 기반으로 한다. MOS

는 1부터 5의 값을 이용하고 값이 높으면 높을수

록 뛰어난 정도를 표시한다. 재 제일 많이 사용

하고 있는 MOS 계산방법은 E-model 이다. 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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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ice over Internet Protocol(VoIP) service becomes more and more popular nowadays. As such, it is

developed over many kinds of network models, especially wireless networks. Mean Opinion Score(MOS)

computes the QoS of VoIP service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robust network environment. However,

MANET is not stable enough to supply high MOS values for VoIP service. In this paper, VoIP service over

MANET is simulated using ns-2(Network Simulation 2). In oder to get different MOS values in the results,

we differentiate between network environments by adjusting the parameters of MANET.Through comparing

the results we can know how to improve the 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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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는 R factor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R0는 기  신호   잡음비 이다. Is는 신호 순

실 이다. Id는 지연 이다. Ie-eff는 코덱상의 손실이

다. A는 네트워크 한 사용자의 희망값 이다.

MANET에 기지국이 없는데 각 무선 스테이션

이 통신 단자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station간의 통신 라우터 이기도 한다.

VoIP 서비스는 통 화통신 기술처럼 1 1

통신으로 한다. 때문에 송범  이외의 스테이션

과 통신을 하려면 다른 스테이션의 도움을 기반

으로 트래픽을 이루어야 한다.

스테이션 수량이 고정된 네트워크에 해 네트

워크 크기가 무 작으면 각 VoIP 트래픽간의 채

 경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고 방해가 나올 

것이다. 반 로 네트워크 크기가 무 크면 스테

이션간의 트래픽이 직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

문에 통신 효율이 떨어진다.

VoIP 연결 수량도 MOS의 향을 미친다.

VoIP 연결 수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충돌이 많

이 발생하고 VoIP 패킷의 송을 어렵게 된다.

NS-2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선  모델[4]에

는 FreeSpace 모델, two-ray ground 모델   

Shadowing 모델의  3가지가 있다.

Free space  모델은 송·수신 스테이션간에 

직선 송경로 1개만 가정하는 것이다. 수신 스테

이션이 송신 스테이션의 송범 (송신 스테이션 

원심으로 된 원)안에 있으면 송할 수 있다. 그

지 않으면 송을 할 수가 없다.

Two-ray ground  모델은 free space  

모델보다 "반사한 송경로"도 사용한다. 원거리 

통신일 경우에 정확하지만 근거리 통신의 효과에

는 좋지 않다.

실 인 네트워크 환경에 무선신호가 송하

면서 손실을 낸다. Shadowing  모델은 이 문

제 을 고려해서 손실을 나온 송경로와 반사한 

송경로를 가정한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총 무선 스테이션의 수량을 30개

로 정의하고 네트워크 크기 670mX670m, 1000m

X1000m와 2000mX2000m로 다르게 정의하여 

VoIP 연결 수량을 5개, 10개와 15개로 무선  

모델을 3가지로 다르게 정의하여 MANET기반인 

VoIP 서비스를 모의실험했다.

그림 1. Free space 파 모델을 이용한
MOS.

그림 2. Shadowing 파 모델을 이용한

MOS.

그림 3. Two-ray ground 파 모델을

이용한 MOS.

시뮬 이션 결과는 의 그림과 같이 나온다.

802.11의 throughput에 한 제약과 송 충돌의 

발생 때문에 MOS가 아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VoIP 연결 수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 MANET

의 토폴로지 크기가 670m X 670m인  근거리 무

선 통신망에 시뮬 이션을 동작해 보면 짧은 거

리를 잘 측할 수 있는 free space  모델을 

이용할 때 최선의 MOS 얻을 수 있다. 토폴로지 

크기가 1000mX1000m 일 때, 어떤 무선  모

델나 VoIP 연결 수든지 선택해도 비교  낮은 

MOS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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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먼 두 무선 스테이션간에 통신을 할 때 

two-ray ground  모델이 정확한 측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래서 2000mX2000m인 큰 무선 네

트워크에 two-ray ground  모델을 이용하면 

비교  안정된 MOS를 얻을 수 있다.

체 으로 최선의 MOS를 얻은 무선  모

델은 free space  모델 이다. 반 로 근거리

무선 통신망에 해 two-ray ground  모델을 

이용하면 가장 나쁜 MOS를 얻고 원거리 무선 통

신망에 해 shadowing  모델을 이용하면 

가장 좋지 않는 MOS 얻는다.

Ⅳ. 결론

이상의 분석에 의거하여 결론을 얻어 낼 수 있 

다. 근거리 MANET 통신망을 구성할 경우 free

space  모델을 이용하면 좋은 VoI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원거리 MANET 통신망

을 구성할 경우 two-ray ground  모델을 이

용하면 안정하고 비교  좋은 VoIP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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