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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 는 고정된 기반 망의 [1]

도움 없이 이동 노드들 간에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망으로서 기지국 등과 같은 특, , Access Point (AP) 

정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는 무선 이동 단말로 구성

된다 일반적으로 기존 상용 네트워크 기술은 인프. 

라 중심의 통신으로 단일 장애점 (Single Point of 

문제에 따라 인프라 마비 시 모Failure (SPF)) [2] 

든 네트워크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망 생존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는 노드. , 

들의 이동성에 의한 동적 토폴로지 변화를 고려하여 

강건한 네트워크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분산 환경에

서 자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는 이 있다 은 OLSR [3] . OLSR

실제 데이터 전송 요청이 발생하기 전 미리 목적지

까지의 경로를 계산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는 

프로액티브 방식의 링크상태 라우팅 프(proactive) 

로토콜로서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상에서 주변 노드, 

들을 반견하고 링크 상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헬

로 및 토폴로지 컨트롤 (Hello) (Topology Control)

메시지를 사용한다 헬로 메시지는 홉 이웃 노드에 . 1

대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반면 토폴로지 

컨트롤 메시지는 자신의 정보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

파하기 위해 사용된다 은 토폴로지 컨트롤 메. OLSR

시지 전파에 따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노드를 활용하여 컨트롤 Multi-Point Relay (MPR) 

메시지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한다. 이를 통해 각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정보를 확보한 뒤 목적

지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최단경로를 생성한다.

그러나 은 리액티브 방식의 라OLSR (reactive) 

우팅 프로토콜과 달리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

기 전 미리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해두기 때문에 노

드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토폴로지 변화를 빠르게 

링크 유효시간에 따른 

토폴로지 그래프 생성 방법OL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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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수 노 봉 수 김 기 일, , *

(Beom-Su Kim, BongSoo Roh, Ki-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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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State Routing Protocol (OLSR). As for OLSR research, most research work focus on 

reducing control traffic overhead and choosing relay point. In addition, because OLSR is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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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different timer interval causes imbalance of link validity time by affecting link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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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프로액티브 라. 

우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 연

구들은 안정적 링크 또는 멀티메트릭을 가진 새로

운 선택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MPR , 

안정적 링크 활용 방안 및 링크의 품질 또한 선택 

알고리즘의 요소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 

연구에서는 각각의 컨트롤 메시지 전파 주기OLSR 

가 최초 설정된 초기 값으로 설정된 이후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이 발생하면 링크 단절을 , 

빠르게 인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하지만 에서 각 노드의 컨트롤 메시지 . , OLSR

전파 주기를 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링크의 유효 

시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에서 이웃 노. OLSR

드와의 링크 유효 시간은 각 노드에서 설정한 컨트

롤 메시지 전송 시간에 비례해서 설정되므로 각 노, 

드에서 컨트롤 메시지 전송 타이머를 짧게 설정한 

경우 홉 노드의 링크 정보를 담은 토폴로지 컨트1

롤 메시지가 홉 이상 떨어진 노드에게 전파될 동2

안 이미 홉 노드와 링크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인1

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노드가 유지하는 토폴. , 

로지 정보가 서로 불일치하게 되어 홉 이상 떨어2

진 노드에서 이미 단절된 링크를 목적지까지의 중

간 경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즉 에서 컨트롤 메시지 전송 타이머 조절, OLSR

을 통한 프로토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선 링크의 유

효시간을 고려한 토폴로지 망 구성 및 경로 설정 방

안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 , 

에서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 조정으로 인한 링OLSR

크 유효 시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강건한 네트, 

워크 망 구성을 위하여 링크의 유효 시간을 가중치

로 설정한 토폴로지 그래프 생성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은 홉 수를 토폴로지 그래프의 가중치로 OLSR

표현하므로 링크의 안정성을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제안하는 토폴로지 그래프는 링크의 유효 , 

시간을 가중치로 표현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토폴로

지 및 경로 생성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그래프의 성. 

능 검증을 위해 노드 수 및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

른 목적지까지의 평균 홉 수 패킷 전송률을 측정하, 

고 기존 과의 성능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OLSR .

관련연구. Ⅱ

은 프로액티브 방식의 링크 상태 라우팅 OLSR

프로토콜로서 메시지를 , TC (Topology Control) 

이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에 토폴로지 정보를 전파한

다 각 노드는 메시지를 통해 생성한 네트워크 . TC 

토폴로지 그래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 

을 적용하여 최단 경로를 생성한다 은 . OLSR TC 

메시지로 전파로 인한 컨트롤 오버헤드 상승을 방

지하기 위해 노드를 활용한다 노드는 MPR . MPR 

자신과 연결된 홉 노드를 가장 많이 커버할 수 있2

는 홉 노드 중에서 선택되며 셀렉터 1 MPR (MPR 

로부터 수신한 메시지에 자신의 링크 Selector) TC 

상태 정보를 담아 브로드캐스트한다 여기서 . MPR 

셀렉터는 자신을 로 선택한 홉 노드로서 토MPR 1 , 

폴로지 생성 정보로 활용된다 즉 셀렉터로 . , MPR 

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메시지 TC MPR TC 

헤더의 셀렉터 셋 에 자MPR (MPR Selector Set)

신을 로 선택한 셀렉터의 주소를 담아 MPR MPR 

전송한다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셀렉. TC MPR 

터 셋에 저장된 링크 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토폴로

지 그래프를 생성한다.

기존 의 경우 각 노드는 자신과 연결된 OLSR 1

홉 노드 중 홉 노드를 가장 많이 커버할 수 있는 2

노드를 노드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은 MPR . OLSR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미리 라우팅 테

이블을 구성해두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으로 인한 

토폴로지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노드로부터 . , 

수신하는 헬로 메시지의 신호 세기 및 비트 에[4] 

러율 을 기반으로 강건한 링크를 가지는 홉 노[5] 1

드를 로 선택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단일 메MPR . 

트릭 기반의 선택 알고리즘과 달리 최근에는 MPR 

새로운 메트릭을 활용하는 메커니즘들이 제안되었

다 대표적인 메트릭으로는 채널 에러율 및 잔여 버. 

퍼 크기 메시지 큐 활용률 노드 연결성 및 잔[6], , 

여 에너지 큐잉 딜레이 잔여 에너지 및 링크 [7], , 

안정성 이 제안되었다 선택을 통해 신뢰[8] . MPR 

성을 높이는 앞선 접근 방법과는 달리 을 통, MPR

해 수집한 토폴로지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개의 대체 경로를 함께 생2

성하는 방법 홉 노드와의 링크 유효 시간과 [9], 1

잔여 에너지를 경로 생성 메트릭으로 활용하는 메

커니즘 들이 제안되었다[10] .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웃 노드와의 링크 단절

을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 동적으로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를 설정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제안[11] . 

된 기법들은 링크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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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메트릭으로는 노. 

드의 이동 속도 이웃 노드로부터 수신한 컨[12], 

트롤 메시지의 신호 세기 토폴로지 변경 정[13], 

보 노드의 이동 회전율 그리고 단위 시[14], [15] 

간당 링크 변화율 이 있다 이러한 메트릭을 [16] . 

활용하며 노드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컨트롤 메시

지의 전송 주기를 짧게 조절하여 링크 단절을 빠르

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컨트롤 . 

메시지 전송 주기를 길게 조절하여 컨트롤 오버헤

드 상승을 방지하였다.

에서 최초 설정되는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OLSR

는 헬로 메시지인 경우 초 메시지인 경우 2 , TC 5

초로 설정되며 링크 유효 시간은 자신이 설정한 컨

트롤 메시지 타이머 값으로 각각 설정된다 하* 3 . 

지만 해당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는 초기 설정된 값, 

에서 더 이상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컨트롤 메시지 전파로 인한 오

버헤드가 상승하거나 각 노드가 이웃 노드와의 링, 

크 단절을 빠르게 인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 변경 

연구에서는 노드에 가해지는 부하 오버헤드에 따라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 주기를 결정하거나[5-7] , 

이웃 노드와의 링크 품질에 따라 컨트롤 메[8, 9] 

시지 전송 주기를 조절한다.

노드의 이동성을 기준으로 타이머를 설정하는 

연구에서는 를 기준[10] Link Change Rate (LCR)

으로 타이머를 동적으로 조절한다 계산 방법. LCR 

은 수식 과 같다1 .

  (1)

위 수식에서 는 단위 시간 , New Link Counter t 

동안 새롭게 생성된 링크를 의미하며, Lost Link 

는 단위 시간 동안 손실된 링크를 나타낸Counter t 

다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 는 헬로 메시지 전송 주. t

기로 설정된다 이 높을수록 자신 또는 이웃 노. LCR

드의 이동이 잦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위 노드가 , 

자신의 링크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

의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를 짧게 설정한다 반대로. , 

이 낮을수록 노드의 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LCR

는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컨트롤 오버헤드를 , 

줄이기 위해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를 길게 조절한

다.

그림 동적 타이머에 따른 문제점 분석 예제1. 

Fig. 1 OLSR adaptive timer problem

하지만 기존의 타이머 설정 연구에서 링, OLSR 

크의 유효 시간은 각 노드가 설정한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에 비례한 값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각자 연

결된 링크의 유효 시간 동기화가 되지 않아 그림 1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노드 는 홉 노드와의 . B 1

링크 의 유효 시간을 자신이 설정한 헬로 타이머 L

값으로 설정하지만 홉 이상 떨어진 노드 에* 3 , 2 C

서는 링크 의 유효 시간을 자신이 설정한 타L TC 

이머 값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타이머 * 3 . 

간의 간극동안 노드의 이동으로 인해 토폴로지가 

변경되면 노드 간의 토폴로지 그래프 불일치가 발

생한다 노드 간의 토폴로지 그래프가 일치하게 않. 

으면 소스 노드 가 임의의 목적지 노드로 패킷을 , C

전송하기 위해 링크 을 경로 내 중간 경로로 활용L

하는 경우 패킷이 노드 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링B

크 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패킷이 L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를 활용한 . OLSR Ⅲ

토폴로지 그래프 생성 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셀렉터와의 링크 MPR 

정보는 메시지 헤더에 포함되어 토폴로지 구성TC 

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컨. , OLSR 

트롤 메시지 타이머 설정 연구에서는 셀렉터MPR 

를 포함한 모든 홉 노드와의 링크 유효 시간을 각 1

노드에서 설정한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에 비례하는 

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링크 유효 시간의 불일치

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 , 

연구에서는 각 노드가 설정한 컨트롤 메시지 타이

머를 동 네트워크 내에 위치한 모든 노드들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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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경된 TC 메시지 형태

Fig. 2 Modified TC message format

파하여 노드 간 링크 유효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TC 메시지 헤더의 

MPR 셀렉터 셋 (advertised neighbor main 

address)에 자신이 설정한 헬로 메시지 전송 타이

머를 함께 맵핑하여 전송한다. 헬로 메시지 전송 타

이머는 앞서 설명한 LCR 값에 따라 설정된다고 가

정한다 [1]. TC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MPR 셀

렉터 셋과 함께 맵핑된 헬로 메시지 타이머를 활용

하여 링크의 유효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_ × (2)

위 수식에서,  은 노드 i와 연결된 이웃 

노드 j와의 링크 유효시간을 나타내며, 

_ 는 노드 i에서 설정한 헬로 

메시지 전송 타이머를 나타낸다. 이처럼 TC 메시지

를 통해 수신한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는 각 링크의 

유효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TC 메시지의 

MPR 셀렉터 셋 정보와 각 링크의 유효 시간 정보

를 활용한 그래프 생성 절차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그림 3과 같이, 노드 E는 헬로 메시지를 통

해 인지한 1홉 노드들 (B, D, F)을 정점으로 

설정하여 초기 그래프를 생성한다. 1홉 거리

의 정점과의 간선 가중치는 링크의 유효시간

을 의미하며, 자신이 설정한 헬로 메시지 타

이머 * 3 값으로된다.

2) 노드 E는 2홉 이상 떨어진 노드들 (A, C, G)

로부터 TC 메시지를 수신하면, MPR 셀렉터 

셋에 저장된 노드들을 순서대로 그래프의 정

점으로 추가한다.

3) 만약 TC 메시지 헤더의 MPR 셀렉터 셋에 

저장된 노드들 중 그래프에 존재하는 정점들

그림 3. OLSR 가중 그래프 예제

Fig. 3 OLSR weighted graph example

과 인접한 노드 v가 존재한다면 노드 v와 맵

핑된 헬로 타이머 * 3 값을 그래프에 존재하

는 이웃한 노드와의 간선 가중치로 설정한다.

4) 만약 MPR 셀렉터 셋에 저장된 노드들 중 그

래프에 존재하는 정점들과 인접한 정점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정점이 삽입될 때까지 

2번으로 이동한다.

가중치 그래프가 완성된 이후에는 목적지까지 

간선의 가중치 합이 가장 큰 경로를 생성한다. 그림 

3에서, 소스 노드 E로부터 목적지 노드 G로 향하는 

경로는 간선의 가중치 합이 가장 큰 E-B-C-G가 

된다.

Ⅳ. 성능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토

폴로지 모델 구축과 함께 링크의 유효 시간을 기준

으로 라우팅 경로를 생성하였고, 그에 따른 성능 평

가를 수행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시뮬

레이터로는 OPNET 모델러 버전 18.7을 활용하였

다. 성능 평가를 위해 original OLSR, LCR에 따라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를 변경한 OLSR 확장 메커니

즘 [16] (OLSR–LCR), 그리고 제안하는 OLSR 메

커니즘 (OLSR–Lifetime)을 비교하였다.

1. 시뮬레이션 환경

제안하는 토폴로지 모델의 성능 분석을 위해 구

성한 네트워크 모델은 표 1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 

사이즈는 4000m x 4000m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노드는 랜덤한 위치에 배치된다. 각 노드의 통신 

범위는 1km로 설정되었다. 각 노드에 적용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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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Number of nodes 20 ~ 40

Number of source nodes 6 ~ 10

Number of 

destination nodes
6 ~ 10

Network size 4000m x 4000m

Simulation time 1800s

Transmission range 1km

Traffic model IP traffic flow

MAC 802.11 

Data rate 2Mbps

Mobility model

[speed, pause time]

Random waypoint

[5~25m/s, 3sec]

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1.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성 모델은 랜덤 웨이포인트 모델이며 노드의 이동

으로 인해 네트워크 사이즈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

록 설정하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최대 노드 개. 

수는 개이며 송 수신 노드의 최대 개수는 개40 , / 10

로 제한하였다 송신 노드가 생성하는 트래픽은 중. 

복되지 않는 임의의 목적지로 각각 전송되며 송신 

노드와 목적지 노드는 한 쌍을 이룬다 송신 노드가 . 

생성하는 트래픽 모델은 모델을 적IP traffic flow 

용하였다 프로토콜은 을 사용하. MAC IEEE 802.11

였다.

프로토콜의 성능 비교를 위한 네트워크 파라미

터로는 평균 패킷 전송률 및 평균 홉 수를 이용하

였다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성능 측정 메트릭으로는 . 

노드의 이동 속도와 노드 개수를 활용하였으며 노, 

드 개수 변화에 따른 성능 측정을 위해서 노드의 

이동 속도를 로 설정하였다 이와 반대로 노15m/s . , 

드의 이동 속도 변화에 따른 성능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개수를 최대 

개로 설정하였다 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40 . , 

개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에서 노드 수를 개부터 개까지 변경하여 성20 40

능을 측정하였고 노드 개수 에 , (20/25/30/35/40)

따른 송 수신 노드 개수는 으로 각각 / 6, 7, 8, 9, 10

설정하였다.

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개수 및 OLSR

노드의 이동 속도는 패킷 전송률에 영향을 준다. 

은 토폴로지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주OLSR

기적인 컨트롤 메시지 교환을 통해 토폴로지 그래

프를 생성하고 생성된 그래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 

그림 노드 속도에 따른 패킷 전송률4. 

Fig. 4 Impact of varying speed of nodes on 

packet delivery ratio

그림 노드 개수에 따른 패킷 전송률5. 

Fig. 5 Impact of varying number of nodes on 

packet delivery ratio

즘을 적용하여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생성한다. 

하지만 노드의 이동이 잦으면 잘못된 토폴로지 그

래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유효하, 

지 않은 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노드의 이동. , 

이 잦은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 개수

가 적은 경우 목적지까지 대체 경로를 생성하기 어

려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패킷 전송률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림 는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른 평균 패킷 4

전송률을 보여준다 과 . Original OLSR OLSR-LCR

에서 노드의 이동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패킷 전송

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은 값을 활용하여 . OLSR-LCR LCR 

각 노드에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판단한 뒤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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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메시지 전송 주기를 동적으로 조절한다 노드의 . 

이동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컨트롤 메시지 전송 

주기를 짧게 설정하여 홉 노드가 토폴로지 변화를 1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므로 패킷 전송률

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과 마찬가. , original OLSR

지로 노드의 이동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토폴로

지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링크의 유효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미 단절된 

링크를 경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 

이미 단절된 링크를 다음 홉으로 설정한 노드에서 

재전송 횟수 초과가 발생하여 패킷이 손실된다.

은 과 마찬가지로 OLSR-Lifetime OLSR-LCR

에 따라 동적으로 컨트롤 메시지 전송 주기를 LCR

조절하여 홉 노드와의 링크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1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각 노드에서 설정한 헬로 . , 

메시지 전송 주기를 메시지를 통해 전체 네트TC 

워크로 전달하므로 각 노드에서 설정한 홉 노드와, 1

의 링크 유효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다 또한 링크. , 

의 유효 시간을 토폴로지 그래프 간선의 가중치로 

설정하여 유효 시간이 가장 긴 패스를 생성한다 이. 

로 인해 이미 단절된 링크를 다음 홉으로 설정할 ,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과 original OLSR OLSR–

보다 높은 패킷 전송률을 보여준다LCR .

그림 를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5 , 

수 또한 패킷 전송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

다 노드의 개수가 적을수록 목적지까지 유효한 경. 

로를 생성하기 어렵고 특히 노드의 이동이 잦은 상, 

황에서 이웃 노드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 대체 경로

를 생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네트워. , 

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가 적은 경우 링크 단절

이 발생하기 전 미리 안정된 경로를 통해 패킷을 

전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 . OLSR LCR–

은 에 따라 컨트롤 메시지 전송 OLSR-Lifetime LCR

주기를 짧게 설정하여 링크의 변화를 빠르게 인지

한 뒤 대체 경로를 생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링크 . , 

단절이 발생하기 전 미리 안정된 경로로 패킷을 전

송하는 의 성능이 높다OLSR - Lifetime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의 이동 속도가 6

낮 을 수 록  평 균  홉  수 가  과 o r i g i n a l  O L S R

이 보다 좀 더 낮다 이OLSR-LCR OLSR-Lifetime . 

는 과 의 경우 네트워크 original OLSR OLSR-LCR

토폴로지 그래프를 구성할 때 홉 수를 간선의 가중

치로 설정한뒤 최단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반. 

면 은 토폴로지 그래프의 간선 가, OLSR-Lifetime

그림 노드 속도에 따른 홉 수6. 

Fig. 6 Impact of varying speed of nodes on hop count

그림 노드 수에 따른 홉 수7. 

Fig. 7 Impact of varying number of nodes on hop count

중치를 링크 유효 시간으로 설정하며 안정적인 경, 

로 생성을 위해 간선의 가중치 합이 가장 큰 경로

를 생성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홉 수가 증가한다.

이와 달리 노드의 이동 속도가 높을수록 , 

및 의 original OLSR, OLSR-LCR OLSR-Lifetime

평균 홉 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 

이유는 노드의 이동 속도가 높을수록 토폴로지 변

화가 빈번하며 각 노드에서는 값에 따라 컨트, LCR 

롤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으며 대체 경로를 생성한

다 이로 인해 과 에서 . , original OLSR OLSR-LCR

최단 경로를 생성하더라도 지속적인 토폴로지 변화

로 인해 이전에 생성해둔 경로가 더 이상 최단 경

로가 아니게 되어 홉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반. 

면 에서는 최초 생성한 경로가 링, OLSR-Lifetime

크의 유효 시간의 합이 가장 큰 경로이므로 토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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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변화하더라도 이전에 생성해둔 경로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노드의 이동 속도가 . 

변하더라도 평균 홉 수의 변화가 크지 않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7

노드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original OLSR, 

및 의 평균 홉 수가 그OLSR-LCR OLSR-Lifetime

림 의 성능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드의 네6 . , 

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에서 링크의 유효 시간의 합이 가장 OLSR Lifetime–

큰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므로 노드의 개수가 많을

수록 목적지까지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제안하는 토폴로지 그래프 모델은 노드. , 

의 개수가 적은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가장 좋은 성

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Ⅴ

본 논문에서는 프로액티브 방식의 라우팅 프로

토콜인 의 컨트롤 메시지 타이머 변경에 따른 OLSR

링크 유효 시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폴

로지 그래프 모델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 

성능을 평가하였다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컨트롤 . 

메시지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 있을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토폴로지 그래프 모

델을 활용하여 링크의 유효 시간과 목적지까지의 

홉 수를 함께 고려한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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