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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ANET은 노드간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추가의 인프라가 필요 없는 무선 이동 네트워크로 관심을 
받고 있다. MANET의 노드 이동속도는 보행속도에서 차량이동속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MANET에서 VoIP 성능을 노드 이동속도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노드의 이동속도를 보행속도, 차량속도 및 고속이동으로 분류하여 VoIP 성능을 분석한다.

성능 파라메타로는 PDR(Packet Delivery Ratio), MOS(Mean Opinion Score)를 사용했다.

ABSTRACT

MANET has some interest as a wireless mobile network supporting node mobility and having no 

additional infrastructure. Speed of mobile node on MANET is various from just slow speed of human's walk 

to vehicle's moving speed. In this study, VoIP performance of MANET is evaluated in the view of speed of 

mobile node. VoIP performance is studied on walking speed, vehicle speed and higher speed on MANET. 

PDR(Packet Delivery Ratio), MOS(Mean Opinion Score) are used as performanc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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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반 
구조 중심의 네트워크로부터 기반 구조가 없는 
단말기 중심의 네트워크, 그 혼합형태의 네트워크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등장하
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말기 기술 
또한 발전을 통하여 소형화되고 기능이 우수해져
서 단말기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해졌으며, 

응용 서비스 또한 상당한 정도로 개발되고 있다.

VoIP는 유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기존 
전화를 대체하고 있으며, 그 진척을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모바일 전화까지 대체할 것으로 생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의 
확산은 유선이나 모바일 영역 모두에서 기반 구
조의 사용을 전화 서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
로 기반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MANET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기반 구조 네트워크에서 VoIP 서비스를 구현에서

는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MANET의 단말기 이동성 및 제어 트래픽 문제, 

VoIP 서버의 소형화 및 중계 문제 등이 이러한 
문제점의 예이다.

이 가운데 특히 MANET에서 단말기의 이동성은 
이동의 패턴과 이동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 미치
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이동성
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응용 서
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NET에 VoIP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이동성을 단말기의 이동속도 측면
에서 이동속도에 따른 VoIP 성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 이동속도를 보행속도, 차량 속도 
및 고속이동으로 분류하여 각 이동 속도에 대한 
VoIP 성능을 살펴본다.

성능분석에는 NS-2를 기반으로 구축한 VoIP 시
뮬레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성능 파라메타로는 
PDR(Packet Delivery Ratio)와 MOS(Mean 

Opinion Score)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Ⅰ장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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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소개했으며, Ⅱ장에서 VoIP 서비스 품질
을 설명하고, Ⅲ장에서 시뮬레이션 및 그 결과의 
분석을 제시하고, 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VoIP 서비스 품질

  VoIP 성능 분석에는 PDR(Packet Delivery 

Ratio), MOS(Mean Opinion Score), 네트워크 지
연, 전송 대역 등 여러 파라메타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PDR과 MOS를 사용하여 VoIP 성능
을 분석한다.

PDR은 전송된 패킷에 대한 수신된 패킷의 수를 
의미하는 파라메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1].

PDR = [Packets Received] / [Packets Sent]   (1)

MOS는 ITU-T에 의해서 개발된 전화품질 평가척
도로서 표 1과 같이 1~5의 값으로 평가된다. 

VoIP의 경우 3.6 이상의 값이 요구된다[2].

표 1. MOS 기준.

MOS 품질

5 매우좋다

4 좋다

3 보통

2 나쁘다

1 매우 나쁘다

Ⅲ.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MANET에서 노드의 이동속도에 
VoIP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뮬레이터
는 NS-2[4]와 Ns2VoIP 패치[5]를 사용하여 구성
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표 2와 같이 DSDV 라우팅을 
사용하여 MANET 상에 VoIP 코덱을 GSM.AMR 

방식을 사용하여 생성하여 100초 동안 전송하였
다. 노드는 670x670m, 1000x1000m, 2000x2000m 

크기의 MANET에 각각 2, 10, 20, 100m/s로 이
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동하는 노드의 속
도는 모든 노드에 대해 균일한 것으로 가정했다.

MANET 내에는 12개의 노드가 랜덤한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즉, 2, 10, 20, 100m/s의 속도로 이
동하며, 각 노드는 다른 노드와 100초 동안 VoIP 
트래픽을 송수신하게 된다. 노드의 이동 속도에서 
2m/s 보행속도를, 10~20m/s는 차량속도, 100m/s

는 고속 이동을 의미한다.

항 목 값

라  우  팅 DSDV

코       덱 GSM.AMR

네 트 워 크

규       모

670m x 670m

1000m x 1000m

2000m x 2000m

노  드  수 12

속  도(m/s) 2, 10 ,20 100

통신  시간 100.0초

표 2.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1과 그림 2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그림 1에서 PDR은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라 소
규모 MANET에서는 속도에 무관하게 일정했으
나, 대규모 MANET에서는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라 그 변화가 컸다. 특히 2000x2000m의 
MANET에서는 70km/s 이상의 이동 속도에서는 
PDR이 매우 낮았다.

MOS는 보행속도와 차량속도에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360Km/s 이상의 고속 이동
에서는 MANET 규모에 무관하게 MOS가 낮아지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1. PDR

그림 2. 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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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MANET에서 노드의 이동 속도
에 따른 VoIP 성능을 PDR과 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보행속도, 차량속도 및 고속이동에 따른 PDR과 
MOS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였다.

PDR은 대규모 MANET에서 70km/s 이상의 차
량속도에서 낮은 값을 보였으며, MOS는 
360km/s 이상의 고속 이동에서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한 수의 노드와 노드간의 
균일한 이동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으
로 다양한 수의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분
석, 각 노드간의 랜덤한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이 MANET 상의 VoIP 성능 규명을 위
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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