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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ne of the most famous proactive routing protocols, DSDV (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Vector), is based on the minimum hop count. This paper suggests BIMP(Bypass 

Information Multi-Path) DSDV routing protocol that this protocol could route reliably as it can 

take the information of the bypass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on EHMP DSDV.

In this paper, the protocol checks throughput, packet delivery delay, packet delivery ratio, 

number of management messages, packet transmit finish time, etc on the traffic compared to 

DSDV, HMP DSDV, and EHMP DSDV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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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은 유비쿼터스 

통신을 목표로 하는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요소 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는 메쉬 라우터와 메쉬 단말로 구성

되는데, 메쉬 라우터는 메쉬 네트워크의 백본 역할

을 수행하며 메쉬 단말간의 통신을 지원한다. 메쉬 

라우터 중 일부는 메쉬 단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

공하기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기능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메쉬 라우터는 게이트웨이 메쉬 라우

터로 불린다.

메쉬 라우터는 이론적으로 이동성에 제약이 없

으나 보통 이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동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쉬 단말은 이동 애드 혹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단말과 직접 통신을 하거나 메쉬 라우터

를 통해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11].

 최근, 무선 메쉬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프로토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무선메쉬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요소 중 라우팅 기

술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핵심기술

로서 유사한 통신 특성을 가지는 이동 애드혹 네트

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절히 변형하여 적용하

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기법을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로 설정 시

점을 기준으로 경로가 미리 계산이 되어 있는 여부

에 따라 proactive 기법과 reactive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6].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DSDV(Destination-Sequenced 

Destination-Vector)는 distance vector 방식의 대표

적인 proactive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라우팅 테이

블을 교환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거

리 정보인 홉 수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다

음 홉의 정보를 알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정보

가 변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해야 하는

데, 순서 번호가 큰 최근의 것을 우선으로 갱신하

며, 순서 번호가 같을 때는 목적지까지 적은 홉 수

를 가진 것으로 갱신해 준다.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

받을 때는 순서 번호를 이용해서 루프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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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라우터는 이동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 번 

토폴로지가 형성되면 새로운 라우터가 진입하거나 

떠나지 않는 한 그 토폴로지는 계속 유지된다. 또

한, 무선 백본으로서 메쉬 라우터의 목적지는 네트

워크 내의 모든 다른 라우터가 될 수 있으며, 데이

터의 흐름 또한 많다. 그렇기 때문에 메쉬 라우터사

이에는 전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의 정보를 가지는 

proactive 기법이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무선메쉬 네트워크에 DSDV를 그대로 사

용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DSDV가 하나의 다음 홉 

정보만 가지고 있어 여분의 경로를 얻기 어렵고, 사

용 경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하는 것에 많

은 시간이 걸려 데이터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기적인 라우팅 테이블 갱신

은 부하가 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QoS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시간 정보를 라우팅에 이용하기도 어렵다[1].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홉 간 다중경로와 

잉여대역폭을 이용한 HMP(Hop-By -Hop) DSDV 

방식과 최소 홉 수에서 N홉 이내의 홉 수를 가지는 

모든 경로를 고려하는 방식인 EHMP(Enhance 

HMP) DSDV 라우팅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HMP DSDV 라우팅 기법은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복수의 라우팅 경로 정보만을 포워딩 테이블에 저

장하여 이용함으로써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 효과

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고 EHMP DSDV는 우

회한 이후의 잉여 대역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

회한 이후의 잉여 대역폭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EHMP DSDV의 우회 경로 이후 

잉여 대역폭이 좋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단점을 개

선하기 위해, 우회 경로 다음 홉 간의 경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우회 정보를 

가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Ⅱ. 관련연구

DSDV((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는 기존 DV(Distance-Vector)방식의 라우

팅 알고리즘에서 무한 카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라우팅 방식이다. 그 이전에도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DSDV 이전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DSDV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DV방식의 라우팅 알고리즘을애

드혹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최초로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DSDV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테이블은 기존 DV방식의 라우팅 테이블에 

목적지, 다음 홉, 거리 외에 순서 번호, 설정 시간, 

안정 데이터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5].

라우팅 정보는 목적지, 거리 그리고 순서 번호 

항목만 전파한다. 추가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 번호이다 순서 번호는 보통의 경우 목적지 노

드가 생성하며, 새로운 라우팅 정보를 전파할 때마

다 1씩 증가한 다 즉, 각 노드는 현재 자신이 마지

막으로 전파한 라우팅 정보의 순서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정보를 보낼 때는 이보다 1증가 한 번

호로 전파하는 것이다 이정보는 각 노드가 가진 라

우팅 테이블의 해당 엔트리에 기록되며, 다른 노드

에 전파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운 라우팅 정보 패킷을 받은 노드는 새로 

받은 라우팅 정보와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엔트리별로 비교하면서, 새로 받은 패킷에 있는 순

서 번호가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것보다 큰 경우나, 

같은 순서 번호를 가지면서 더 가까운 거리를 나타

내는 경우에만 엔트리를 갱신하고, 그렇지 않은 엔

트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깨어진 링크는 거리가 ∞

인 것으로 표시되고 링크가 깨어졌다는 것을 발견

한 노드는 새로운 순서번호로 이를 네트워크 전체

에 전파한다.

즉, 노드A와 B사이의 링크가 없어졌다는 것을 

노드B가 발견했다면, 노드B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에 대한 순서 번호보다 1 증가된 순서 번호로 자

신과 A의 거리가 t 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받은 노드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목적

지가 A이고 다음 노드 항목이 B인 엔트리가 있는

지 보고, 있으면 자신과 A 사이의 거리를 ∞로 기

록한 후 다시 이를 전파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

으로써 노드B를 통해 A에 도달하는 노드들은 모두 

자신과 A 사이의 거리를 ∞로 표시하게 된다. 만일 

A가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면, A와 

연결된 다른 노드를 통해 목적지 A에 관한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다시 네트워크에 퍼지게 되므로 표

시된 정보는 다시 유한한 새로운 값으로 바뀌게 된

다. 이렇게 링크가 깨어짐으로 해서 어떤 노드와의 

거리가 ∞가 되었음을 알리는 경우가, 목적지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에 의해 순서 번호가 매겨지는 유일

한 경우이다.

설정 시간은 해당 엔트리가 언제 갱신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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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되는 항목이다. 일정 시간 동안엔 트리가 갱

신되지 않으면 그 엔트리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노드가 재부팅되어 순서 번호가 리셋 되거나, 전송 

오류로 인해 잘못된 순서 번호가 기록되었을 때의 

오등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노드

A가 62433까지의 순서 번호를 전송하고 나서 재부

팅(순간적인 정전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재부팅 후 A는 자신이 몇 번까지의 

순서 번호를 전송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0부터 새

로운 순서 번호를 시작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노드들은 A로부터 62433까지의 정보를 

받았으므로 이보다 작은 순서 번호를 무시할 것이

기 때문에, A의 순서 번호가 62453보다 커질 때까

지 A에 관한 정보는 계속해서 무시되게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갱신되지 않는 엔트리는 사라지도

록 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2].

HMP 라우팅 프로토콜 두 개의 라우팅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목적지까지 같은 홉 수를 가진 

여러 개의 다음 홉 정보를 가지는 포워딩 테이블

(Forwarding Table)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메쉬 

라우터들 간에 잉여 대역폭 정보를 저장하고 네트

워크의 토폴로지 변화 및 경로상의 문제를 감지하

기 위한 네이버 테이블(Neighbor Table)이다[11].

목적지까지 같은 홉 수를 가진 여러 개의 다음 

홉 정보를 알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을 

때, 같은 순서번호를 가지더라도 다른 메쉬 라우터

로부터 받은 라우팅 테이블이라면 그 정보를 받아

들인다. 그리고 포워딩 테이블 entry에 목적지는 같

으나 다음 홉이 다르면 목적지까지 같은 홉 수를 

가지면 새로운 entry로 보고 추가해 준다.

목적지와 다음 홉, 홉 수가 모두 같으면 순서번

호가 큰 순으로 갱신한다. 그러나 목적지와 다음 홉

이 같지만 홉 수가 더 작다면, 목적지와 다음 홉 이 

같은 다른 모든 entry를 삭제한 후 추가한다. 이 방

식을 통해 추가적인 오버헤드 없이 목적지까지 최

소 홉 수를 유지하는 여러 개의 다음 홉으로 포워

딩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메쉬 라우터는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토폴로지가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DSDV 에

서 수행하고 있는 주기적인 라우팅 테이블 갱신이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HMP DSDV 기법에서는 라

우팅 테이블의 갱신을 새로운 메쉬 라우터가 참여 

하거나 떠나게 되는 즉, 토폴로지의 변화가 생긴 경

우에만 수행하게 된다. 

이웃 메쉬 라우터 사이에 주기적으로 대역폭정

보를 주고받아 포워딩 테이블과 별도로 네이버테이

블을 만들어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네이버 테

이블은 포워딩 테이블과는 다르게 네트워크전체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한 홉 

관계에 있는 이웃 메쉬 라우터 사이의 정보만을 유

지한다. 네이버 테이블의 정보는 목적지까지 걸리는 

홉 수가 같은 여러 다음 홉 중에 잉여대역폭이 큰 

메쉬 라우터를 다음 홉으로 정하여 데이터를 보내

는 데에 이용된다. 잉여 대역폭은 원래의 링크 용량

에서 그 링크를 거쳐 간 대역폭을 빼서 계산 한다. 

잉여 대역폭이 크다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다고 보았으며, 목적지까지 최소 

홉 수를 유지하는 다음 홉 중에서 잉여 대역폭이 

가장 큰 것을 다음 홉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전송을 

줄이는 효과와 MAC 계층에서 경쟁을 줄이는 효과 

및 bottleneck 라우터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는다[3].

HMP DSDV 프로토콜은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라우팅 경로로 트래픽이 집중

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복수의 

라우팅 경로 정보만을 이용할 경우 효율적으로 동

작하지 않을 수 있다. 

EHMP DSDV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기존의 

HMP DSDV 라우팅 프로토콜이 가지는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라우터간의 최소 홉 수를 가지는 경

로 이외에도 최소 홉 수에서 임계치 값만큼의 홉 

수를 더한 값 이하의 홉 수를 가지는 모든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여 다중경로와 잉여대역폭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의 라우팅 경로를 선택하는 라

우팅 방식을 제안하였다. EHMP DSDV 프로토콜에

서는 메쉬 라우터가 이웃 메쉬 라우터와 라우팅 정

보를 교환하는 방식 및 포워딩 테이블 관 리 방식

은 HMP DSDV와 유사하나 최소 홉 수에 해당하는 

라우팅 경로뿐만 아니라 최소 홉 수에 임계치 N 홉

을 더한 값 이하의 홉 수를 가지는 라우팅 경로에 

대해서 그 경로 정보를 저장하여 준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EHMP DSDV 라우팅 프로토콜은 트래

픽이 증가하였을 때 홉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트래

픽이 집중되지 않는 경로로 데이터를 분산하여 특

정 경로로 트래픽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으

며 전체적인 네트워크 성능 관점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EHMP DSDV 프로토콜은 DSDV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HMP DSDV 라우팅 프로토콜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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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많은 정보와 처리량을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지만 메쉬 라우터는 충분한 전원공급이 가능하

며 충분한 연산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가지지 않는다. EHMP DSDV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는 그림 1과같이 발신라우터와 착신라우터간의 라

우팅 경로를 설정할 때 발신라우터에서 최소 홉 수

를 가지는 12번으로 가는 경로나 8번으로 가는 경

로를 선택하지 않고 대역폭이 높은 2번 경로를 선

택하여 트래픽이 집중되는 곳을 우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메쉬 네트워크 토폴로지

Fig. 1. Mesh network topology

Ⅲ. 제안한 기법 (BIMP DSDV)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인 BIMP (Bypass 

Information Multi-Path) DSDV 라우팅 기법은 기

존의 DSDV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EHMP DSDV기

법의 단점인 우회 한 이후의 잉여 대역폭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한 홉 우회, 두 홉 우회,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두 경로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켰다. EHMP DSDV 라우팅 기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중경로를 가지고 포워딩 

테이블뿐만 아니라 잉여 대역폭 정보를 가지는 네

이버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IMP DSDV 라

우팅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잉여 대역폭 정

보를 지니는 네이버 테이블에 우회 홉 수를 알 수 

있는 Bypass 항목을 추가한다.

제안한 BIMP DSDV는 EHMP DSDV의 우회 경

로 이후 잉여 대역폭이 좋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 경로 다음 홉 간의 경

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우

회 정보를 가지도록 보완하였다. 신뢰성 있는 우회

정보를 가지는 라우팅 기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림2와 같이 한 홉을 우회 하는 경우

이다. 무선 메쉬라우터 A에서 E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경로 설정을 할 때 라우터 B는 라우터 D를 

통하는 최소 홉 수를 가지는 경로와 라우터 C를 통

하여 한 홉 우회 하는 총 두 가지 경로를 가지는 

경우이다.

그림 2. 한 홉 우회

Fig. 2. 1-Hop detour

두 번째는 그림 3과 같이 두 홉을 우회 하는 경

우이다. 무선 메쉬라우터 A에서 F로 데이터를 보내

기 위해 경로 설정을 할 때 라우터 B는 라우터 D

를 통하는 최소 홉 수를 가지는 경로와 라우터 C, 

E를 통하여 두 홉 우회 하는 총 두 가지 경로를 가

진다.

그림 3. 두 홉 우회

Fig. 3. 2-Hop detour

그림 4. 최소 경로를 가지는 두 경로

Fig. 4. Two routes with shortest path

세 번째는 그림 4와 같이 최소 홉 수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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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그림 3

과 유사 하지만 우회 경로를 가지지 않고 최소 경

로이면서 그림 3의 방식을 응용하여 효율적인 라우

팅 경로를 설정 할 수 있다.

이제 우회정보를 이용하여 한 홉 우회, 두 홉 우

회, 최소 경로를 가지는 두 경로 방법에 대해 각각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 그림 5, 그림9, 그림10은 시

작 라우터에서 목적지 라우터까지 최대 우회 홉 수

는 두 홉이다.

BIMP DSDV 라우팅 기법에서 우회 정보를 이

용한 한 홉 우회 경로 설정은 그림 5에서 라우터 A

에서 라우터 E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경로 설정

을 할 때 라우터 B가 신뢰성 있는 우회 정보를 획

득하기 위해서는 C-D 구간의 잉여 대역폭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C-D 구간의 잉여 대역폭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라우터 D의 경우 B-D, C-D, D-E 구간 즉 라우터 

D가 가지는 전체 잉여 대역폭 정보를 라우터 B에

게 제공한다. 라우터 C의 경우도 라우터 C가 가지

고 있는 전제 잉여 대역폭 정보를 B에게 제공한다.

그림 5. 한 홉 우회

Fig. 5. 1-Hop detour

라우터 B는 라우터 C, D에게 받은 잉여 대역폭 

정보를 가지고 네이버 테이블에 추가 하거나 갱신

하게 되는데 포워딩 테이블과 동일한 엔트리가 존

재할 경우 네이버테이블의 잉여 대역폭 정보를 갱

신한다. 동일한 엔트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우터 C, D의 각각의 엔트리를 비교하여 중복되는 

경로가 존재 할 때에만 네이버 테이블에 우회 정보

를 추가 하게 된다. 표1과 표2는 라우터 B의 포워

딩 테이블과 네이버 테이블로, 네이버 테이블에는 

Bypass 항목에 우회 경로가 아니면 0으로 설정하

고, 한 홉 우회 할 경우 1, 두 홉 우회 하는 경우 2

로 설정하게 된다. 라우터 D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

으로 B-C 구간의 잉여 대역폭 정보를 저장한다.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낼 때는 

라우터 B의 포워딩 테이블을 참조한다. 라우터 B는 

라우터 E로 보내기 위해서 라우터 D, C 두 가지 경

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라우터 D로 보내는 경우 홉 

카운트는 2이고 C로 보내는 경우 홉 카운트는 3이

다. 이 경우 D는 최소 홉 카운트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 B테이블의 Bypass 항목의 0의 엔트

리 중 D를 선택하고 C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 한 

홉 우회하기 때문에 Bypass 항목의 1의 엔트리 중 

C-D구간의 잉여 대역폭과 C구간 중에서 대역폭이 

낮은 C-D 구간을 선택한다. 선택된 D와 C-D 구간 

중 잉여 대역폭이 높은 경로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된다. 만약 C구간과 D구간의 대역폭이 같을 경우 

낮은 홉 수를 가지는 경로를 선택한다.

Dest Next HopCnt

A A 1

C C 1

C D 2

D D 1

D C 2

E D 2

E C 3

표 1. 라우터 B의 포워딩 테이블

Table 1. Forwarding table of router B

    

 

Next R_Band Bypass

A 5 0

C 5 0

D 3 0

C-D 1 1

표 2. 라우터 B의 네이버 테이블

Table 2. Neighbor table of router B

그림 6은 포워딩 테이블을 갱신하기 위한 방법

인 포워팅 테이블 갱신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6. 포워딩 테이블 갱신 알고리즘

Fig. 6. Updating algorithm for forward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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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네이버 테이블을 갱신하기 위해 사용

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8은 경로선택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네이버 테이블 갱신 알고리즘

Fig. 7. Updating algorithm for neighbor table 

그림 8. 경로 선택 알고리즘

Fig. 8. Routing algorithm

BIMP DSDV 라우팅 기법에서 그림 9와 같은 

경우, 라우터 A에서 F로 데이터를 보낼 때 A에서 

포워딩 된 데이터를 라우터 F로 보내기위해서는 라

우터 D로 포워딩 하는 경우와 라우터 C로 포워딩 

하여 두 홉만큼 우회하는 경우가 있다. 라우터 B에

서 신뢰 성 있는 우회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라

우터 B에서 C-E 구간과 D-E 구간의 대역폭을 알

아야 한다.

두 구간의 잉여 대역폭을 알기 위해서는 포워딩 

테이블에서 하나의 목적지로 가는 구간 중 홉 카운

트의 수가 2가 되는 두 개의 경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우회 경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라우터 B에서는 라우터 E로 가기 위한 엔트리의 홉 

카운트가 둘 다 2가 된다.

그림 9. 두 홉 우회

Fig. 9. 2-Hop detour

 

Dest Next HopCnt

A A 1

C C 1

C D 3

D D 1

D C 3

E D 2

E C 2

F D 2

F C 4

표 3. 라우터 B의 포워딩 테이블

Table 3. Forwarding table of router B

     

 

Next R_Band Bypass

A 8 0

C 10 0

D 2 0

C-E 5 1

D-E 2 1

C-E-D 3 2

D-E-C 2 2

표 4. 라우터 B의 네이버 테이블

Table 4. Neighbor table of router B

라우터 E의 경우에도 B로 가는 경로의 엔트리가 

둘 다  2가 된다. 앞서 설명한 한 홉 우회 하는 경

우 서로 중복되는 하나의 경로 정보를 얻었지만 두 

홉 우회 하는 경우 라우터 E가 가지는 C-E, D-E 

구간의 경로 정보를 라우터 B는 얻어야 한다. 따라

서 두 홉 우회 하는 경우에는 목적지 경로가 2가되

는 복수의 엔트리를 가지는 라우터에게 잉여 대역

폭 정보를 보내게 한다. 즉, 라우터 E는 라우터 B

로 가는 포워딩 테이블에서 홉 카운트가 2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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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우터 E의 모

든 구간의 잉여 대역폭 정보를 보내게 한다.

라우터 E로부터 잉여 대역폭 정보를 수신한 라

우터 B는 네이버 테이블의 C-E 구간과 D-E 구간

을 추가하고 C, C-E, E-D 구간과 D, D-E, E-C 

구간에서 각각 잉여 대역폭이 가장 낮은 값을 각각 

추가한다. 이 두 구간은 C-E-D 구간과 D-E-C 구

간으로 두 홉을 우회 하는 구간 중 가장 낮은 잉여

대역폭을 기록 하고 Bypass 항목에 두 홉 우회를 

의미하는 2로 설정을 한다.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

하여 라우터 B를 통하여 라우터 F로 데이터를 포워

딩 할 때 라우터 B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라우터 D

와 C를 통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C로 포워딩 

하는 경우 최소 홉 수이고 D로 포워딩 하는 경우는 

두 홉 우회 하여 보내는 경우이다. 

포워딩 테이블에서  두 개의 엔트리를 이용하여 

네이버 테이블의 잉여 대역폭을 참조한다. 이때 목

적지 F가 가지는 최소 홉 수만큼 HopCnt 값을 빼

주면 D는 0이 되고 C는 2가 된다. 여기서 0과 2는 

라우터 B테이블에 Bypass 항목과 비교하여 같은 

값을 지니고 있는 항목과 비교하면 된다. 즉 

Bypass 0인 A, C, D 중 하나를 선택하고 Bypass 

값이 2인 C-E-D 와 D-E-C 중 하나를 선택한다. 

최소 홉 카운트를 가지는 D와 우회 정보를 가지는 

C-E-D 구간 중 잉여 대역폭이 높은 C-E-D 구간

으로 즉 C로 데이터를 포워딩 하면 된다.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두 가지 경로에서는 우회 

정보를 이용한 두 홉 우회하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테이블 갱신 방법도 이전 방식과 일

치한다. 라우터 B는 라우터 E로부터 C-E, D-E 구

간의 잉여 대역폭 정보를 받아서 네이버 테이블에 

추가한다.

그림 10.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두 경로

Fig. 10. Two routes with minimum hop

그림 10의 경우 라우터 B에서 라우터 F로 데이

터를 포워딩하기 위해서 포워딩 테이블의 목적지 F

를 참조 하게 되는데 목적지 F의 다음 홉은 C, D이

고, 홉 카운트는 둘 다 3이다. 여기서 목적지 E의 

다음 홉은 F와 같은 C, D이고 홉 카운트는 둘 다 

2홉이다. 따라서 우회 정보를 이용한 두 홉 우회 방

식에서 E는 두 가지 경로를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

에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두 가지 경로로 인지하고 

네이버 테이블의 Bypass 항목이 1인 엔트리와 비

교하여 잉여 대역폭이 높은 경로로 포워딩하게 된

다. 만약 C-E 구간과 D-E 구간의 대역폭이 같을 

경우 C구간과 D구간 중 대역폭이 높은 경로를 비

교하여 포워딩한다.

Dest Next HopCnt

A A 1

C C 1

C D 3

D D 1

D C 3

E C 2

E D 2

F C 3

F D 3

표 5. 라우터 B의 포워딩 테이블

Table 5. Forwarding table of router B

 

 

Next R_Band Bypass

A 10 0

C 5 0

D 10 0

C-E 5 1

D-E 2 1

C-E-D 2 2

D-E-C 2 2

표 6. 라우터 B의 네이버 테이블

Table 6. Neighbor table of router B

Ⅳ. 시뮬레이션 및 성능 분석

제안한 BIMP DSDV 라우팅 기법의 성능 평가

를 위해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제안한  

BIMP DSDV 라우팅 기법과 기존의 DSDV, HMP 

DSDV, EHMP DSDV 라우팅 기법과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제안한 방법의 성능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12].



164   Multi-path DSDV Routing Protocol using Bypass Information in Wireless Mesh Network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변수는 표 7과 

같다. 메쉬 라우터의 수는 그림 11, 그림 12와 같

은 5x5, 7x7 메쉬 토폴로지를 가정했는데 이는 최

소 홉 수가 6홉과 9홉이기 때문에 최소 홉 수에 따

른 성능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매개변수 값

Number of mesh routers 25, 49

MAC IEEE 802.11b

Traffic type CBR(constant bit rate)

Packet type UDP, TCP

Packet size 512byte

Packet rate 200packets/s

Total bandwidth 11Mbyte

Hello message period 2s

Simulation time 1000s

표 7.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7. Simulation parameters

패킷사이즈는 512 byte이며, 200 packets/s로 

패킷 생성률을 설정하였고, 시뮬레이션 시간동안 일

정하게 트래픽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패킷사이즈와 

패킷 생성률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메쉬라우터의 수가 4일 경우, 각 라우팅 

기법들이 최대한의 처리량을 낼 수 있는 값이기 때

문이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메쉬라우터의 수가 증

가할수록 성능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5x5 메쉬 토폴로지

Fig. 11. 5x5 Mesh topology

그림 11에서 라우터 25와 그림 12에서 라우터

49를,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이트웨이 메쉬 라우터로 가정한다. 메쉬 

라우터 1과 게이트웨이 메쉬 라우터간의 통신 및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다른 메쉬 라우터간의 통신은 

TCP와 UDP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잉여 대역폭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HELLO 메시지의 전송주기

는 2초로 한다.

그림 12. 7x7 메쉬 토폴로지

Fig. 12. 7x7 Mesh topology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임의의 메쉬 쌍의 노드 수

를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각각 1,000초 동안 

수행하였으며, 트래픽 발생이 시작하는 시간은 100

초이고 트래픽발생이 끝나는 시간은 200초이다. 트

래픽 발생을 100초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각 라우터

에서 초기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우회 홉 수에 따른 메쉬 

네트워크 라우터에서의 처리량을 측정한 결과인데, 

우회 홉 수의 값이 고정된 환경에서 통신에 참여하

는 메쉬 라우터의 수를 변경시켜 가면서 그 성능을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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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회 홉 수에 따른 처리량(5x5, TCP)

Fig. 13. Throughput of detour hop number 

(5x5,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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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 수가 증가하면 채

널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더 자주 발생되어 처리량

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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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회 홉 수에 따른 처리량(7x7, TCP)

Fig. 14. Throughput of detour hop number

여기서 실험한 우회 홉 수란 출발 라우터에서 

목적지 라우터까지 경로선택을 하는 동한 총 우회 

할 수 있는 홉 수이며 한 라우터에서 최대 우회할 

수 있는 홉 수는 두 홉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는, 우회 홉 수가 1에서부터 증

가 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 지게 되어, 5x5 메쉬 토

폴로지에서는 우회 홉 수가 3이 될 때,  7x7 메쉬 

토폴로지에서는 우회 홉 수가 4가 될 때 최적의 성

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회 홉 수가 최적의 성

능을 나타내는 3과 4보다 더 큰 경우에는 우회 홉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회 경로의 값

을 그림 11의 환경에서는 우회 홉 수를 3으로 정하

고, 그림 12의 환경에서는 우회 홉 수를 4로 설정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와 그림 16은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

우터의 수에 따른 처리량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통

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가 적을 경우, 모든 

기법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부하가 적은 경우에는 DSDV 프

로토콜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패킷을 교환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가 증

가하는 경우 DSDV 방식과 HMP DSDV 방식보다, 

EHMP DSDV 방식과 BIMP DSDV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DSDV 기

법과 HMP DSDV 기법이 최소 홉 수를 가지는 특

정 경로로만 집중되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 성

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가 1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능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중 경로를 통해 트래픽을 분산 

시켜 충돌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HMP DSDV 기법 보다 BIMP DSDV 기법이 성능

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회한 이

후의 잉여 대역폭을 알 수 있으므로, 우회 한 이후

의 대역폭이 나쁘지 않으면 성능의 차이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잉여 대역폭이 좋은 경로로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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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트래픽 증가에 따른 처리량(7x7, TCP)

Fig. 15. Throughput of increasing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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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트래픽 증가에 따른 처리량(5x5, TCP)

Fig. 16. Throughput of increasing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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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패킷 전달지연(5x5, TCP)

Fig. 17. Packet transfer delay(5x5, TCP)

 



166   Multi-path DSDV Routing Protocol using Bypass Information in Wireless Mesh Network

그림 17은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에 

따른 패킷 전달지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메쉬 라

우터의 수가 증가하면, 전달지연 시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는 MAC 계층에서 채널 경쟁으로 인한 충돌이 더 

자주 발생되어 전달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래픽의 증가에 기인한 TCP의 흐름제

어로 전달지연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4 8 12 16 20

Number of wireless mesh router pairs

F
in

is
h
 T

im
e
(s

)

BIMP EHMP HMP DSDV

그림 18. 패킷 전송 종료시간(5x5, TCP)

Fig. 18. Packet transfer over time(5x5, TCP)

그림 18은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에 

따른 패킷 전송 종료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과 

같이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가 증가 할

수록 패킷 전달지연 시간도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가 적을 경

우에는 전송 종료 시간인 200초에서 패킷전달이 종

료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패킷 전송 종료 시간

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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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트래픽에 따른 패킷 전달율(5x5, UDP)

Fig. 19. Packet rate by traffic(5x5, UDP)

그림 19는 UDP 환경에서 통신에 참여하는 메쉬 

라우터의 수에 따라 트래픽에 따른 패킷 전달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CP 환경에서는 트래픽이 

증가 할수록 패킷 전달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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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관리 메시지 수(5x5, TCP)

Fig. 20. Number of management messages

그림 20은 5x5 메쉬 토폴로지에서 시뮬레이션 

시간동안 발생하는 관리 메시지의 수를 나타낸 것

이다. 제안한 기법인 BIMP DSDV 기법에서는 관리 

메시지의 수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EHMP DSDV 기법과 EHMP DSDV 기법과 같이 

포워딩 테이블 정보와 잉여 대역폭 정보를 전달 하

지만, 제안한 기법에서는 두 홉 우회와 최소 경로를 

가지는 두 경로와 같은 경우, 이웃 메쉬 라우터가 

아닌  또 다른 메쉬 라우터에게 잉여 대역폭 정보

를 전달하기 때문에 관리 메시지의 수가 증가한다.

5.결론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선 메쉬 

네트워크로 유선통신망이 없는 산악지역이나 오지, 

재난지역에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은 매우 

중요한 요소기술이다. 무선메쉬 네트워크에서 라우

팅 기술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핵

심기술로, 유사한 통신 특성을 가지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네트워크 특성에 맞

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메쉬 네트워크에서 우회정보

를 이용한 다중경로 DSDV 라우팅 기법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DSDV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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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탕으로 하여 EHMP DSDV기법의 단점인 우

회 한 이후의 잉여 대역폭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한 

홉 우회, 두 홉 우회, 최소 홉 수를 가지는 두 경로

와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제안한 BIMP DSDV 기법과 기존의 DSDV, 

HMP DSDV, EHMP DSDV 기법의 성능 비교를 위

해  트래픽에 따른 처리량, 패킷 전달 지연, 패킷 

전달율, 관리메시지 수, 패킷전송 종료시간 등의 관

점에서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BIMP DSDV 프로토콜은 네이버 테이블의 증가와 

라우팅 테이블정보를 주고받는 관리 메시지가 일부 

증가하는 단점은 있지만, EHMP DSDV 기법에서 

트래픽이 우회 한 이후의 대역폭을 알지 못하여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전체적으로 기존의 프로

토콜에 비해 처리량 및 패킷 전달률 측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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