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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고정된 기반 네트워크의 도움 없이 이동 노드들 간

에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이동 노

드는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동 호스트 컴퓨팅 

기능과 라우팅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이동 노드는 전. 

파 도달 거리가 제한되므로 중간 노드로서 데이터 전

달기능이 있고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에너지 공급이 , 

일정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동 노드 간의 연결성. , , 

전파 상태 트래픽 및 사용자 이동 패턴에 따라 네트, 

워크 토폴로지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네트워

크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네트워킹 기술이 요구된다.

애드혹 네트워크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응용 

분야 중에 하나는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 (Tactical 

이다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Ad Hoc Networks) . 

는 노드의 이동이나 장애물 혹은 악천후와 같은 다, 

양한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링크 

실패가 빈번히 발생되며 이는 잦은 경로 복구를 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에 적용.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는 Ad hoc 

가 있다On-demand Distance Vector (AODV) [1] . 

는 보다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라우팅이 AODV

가능하도록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필요한 경우 주문

형 으로 경로 탐색을 수행한다(On-demand) .

가 경로 탐색을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 타AODV

입은 Route Request (RREQ), Route Reply 

(RREP), Route Reply Acknowledgement 

가 있다 는 출발지 노드가 목적(RREP-ACK) . RREQ

지 노드를 찾을 때 경로 탐색을 요청하기 위해 사

용하는 메시지 타입이다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필요. 

한 출발지 노드는 를 네트워크 내에 플러딩한RREQ

다 를 수신한 노드는 자신이 목적지 노드이. R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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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목적지까지의 라우팅 경로를 알고 있는 경우, 

를 생성한 뒤 를 전송한 출발지 노드에RREP RREQ

게 유니캐스트한다 를 전달받은 출발지 노드. RREP

와 목적지 노드 사이의 중간 노드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 정보를 갱신하며 를 수신한 출RREP

발지 노드는 목적지까지의 주경로를 생성한다.

와 같은 주문형 라우팅 프로토콜은 데이AODV

터 전달 시에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데

이터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컨트롤 패킷을 전송하

지 않으므로 라우팅에 의한 부하가 적다 하지만. , 

노드의 이동으로 인한 링크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 

경로 탐색 절차를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컨트롤 

오버헤드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로 탐색이 

완료되기 전까지 패킷 손실 및 전송 지연이 발생한

다 이러한 주문형 라우팅 프로토콜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최근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 

를 활용한 라우팅 Unmaned Aerial Vehicle (UAV)

기술에 대해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크[2] . 

게 단일 메트릭을 활용하여 대체 경로를 생성하는 

방안 또는 다중 메트릭을 활용하여 적응적 [3-5] 

라우팅 으로 구분된다[6-9] . 

하지만 경로 설정에 단일 메트릭을 활용하면 네, 

트워크의 상태 인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

에 라우팅 성능이 감소하며 다중 메트릭을 사용하는 , 

경우 메트릭 간의 관계정의 및 상대적인 중요성을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 , 

구들은 다중 메트릭을 라우팅 코스트 계산에 활용하

기 위해 단순 가중치 값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워크 상태를 반영한 적응적 라우팅이 불가능하다. 

또한 노드는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 UAV 

있으며 기상 상태에 따라 통신 범위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UAV 

상태 인지 메트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지상 노드에 사용되는 메트릭, 

을 공중 경로 설정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

에 안정적인 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 

상망과 공중망을 결합한 계층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노드를 라우팅에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상태 UAV 

인지 메트릭을 제안한다 또한 다중 메트릭을 라우. , 

팅 프로토콜의 코스트 계산에 적용하기 위해 다기

준 의사결정 방법론 (Multi-Criteria Decision 

을 활용하며 대표적인 Making Method (MCDM)) , 

주문형 라우팅 프로토콜인 에서 다기준 의사AODV

결정 방법 및 를 활용한 경로 설정 및 경로 복UAV

구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관련연구. Ⅱ

기존 에서 목적지까지의 홉 수와 같은 단AODV

일 메트릭을 활용한 경로 설정 방법은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트워크 환경 변화에 의해 링크 단절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

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경로 설. , 

정 과정에서 주경로와 함께 대체 경로 (Backup 

를 함께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Path) [3-5]. 

이들은 주경로의 단절을 인지하는 경우 새로운 경

로 발견 또는 경로 복구 과정 동안 대체 경로를 활

용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줄일 수 있었지만 대부, 

분이 홉 수와 같은 단일 메트릭을 경로 설정에 활

용하였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

적으로 라우팅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서 다중 , AODV

메트릭을 활용한 경로 설정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이웃 노드로부터 수신하는 헬로 메[6-8]. 

시지의 신호 세기 및 비트 에러율과 헤더의 RREQ 

홉 수를 활용하여 강건한 링크를 가지는 이웃 노드

를 역경로로 설정하거나 대역폭 및 프레임 전[6], 

달률 또는 트래픽 부하 및 링크 지속 시간 [7] [8]

을 활용하여 라우팅 코스트를 계산한다 라우팅 코. 

스트는 경로 설정에 사용되며 이웃 노드들 중 가장 

높은 라우팅 코스트를 가지는 노드가 다음 홉으로 

선택된다 최근에는 다중 메트릭과 를 활용하. UAV

여 지상 및 공중 경로를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 해당 연구에서는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실시[9]. 

간으로 전송하기 위해 노드를 릴레이 노드로 UAV 

활용하며 노드의 이동 속도 및 이동 방향과 같은 , 

벡터를 활용하여 지상 및 공중 경로를 생성한다.

하지만 제안된 연구들은 다중 메트릭을 활용한 , 

라우팅 코스트 계산에 메트릭 간의 관계 및 상대적

인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가중치 값, 

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라 성능이 급감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공중 경로 설정을 위해 제안된 인. , 

지 메트릭들은 노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UAV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망의 상태 변화에 따라 

라우팅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메트릭 간의 가중치 MCDM 

요소를 논리적으로 결정한다 방법은 다양. MCDM 

한 지표 상충되는 목표 및 기준을 포함한 복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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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최적의 결과를 명시적으로 찾아내는 

수학적 모델링 방법이다 방법은 다양한 요. MCDM 

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연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

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망 상태를 인지하. 

기 위한 가지 메트릭3 : Link Change Rate (LCR), 

및 Buffer Occupancy Ratio (BOR) Received 

을 제안하며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 

및 방법을 사용하여 메트릭 AHP [10] SAW [11]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논리적으로 결정한다 각 노. 

드는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단일 비용을 MCDM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방법은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MCDM .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 Ⅲ

메트릭 가중치 설정 및 정규화 방안

이전 연구인 에서는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에[12]

서 로컬 네트워크 및 노드 상태 인지를 위해 개의 3

메트릭 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 LCR, BOR, RSSI , 

션을 통해 해당 메트릭이 네트워크 및 노드의 상태를 

적절히 인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 

지상 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라우팅 메트릭으로 위 3

가지 메트릭을 활용하며 각 메트릭에 대한 설명은 , 

다음과 같다 은 시간 동안 새로운 링크 또는 . LCR t 

손실된 링크 변화를 나타내며 링크의 안정성을 인지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은 현재 노드의 버퍼 가용. BOR

률을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혼잡을 인지하기 위해 사

용된다 마지막으로 는 수신된 신호 세기를 의. , RSSI

미하며 링크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지상망과 달리 공중망에서 사용되는 노드UAV 

는 배터리 교체가 어렵고 가용 에너지가 제한된다, . 

따라서 특정 노드의 에너지 고갈로 인한 라, UAV 

우팅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로드 분산

이 요구된다 이를 인지하기 위한 메트릭으로 본 연. 

구에서는 를 라우팅 메트Remaining Energy (RE)

릭으로 활용한다 또한 노드는 기상 상태 및 . , UAV 

지형지물로 인하여 위치 변화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드의 위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메트, 

릭으로서 를 활용한Position Change Rate (PCR)

다 은 시간 동안 노드가 기준 위치를 . PCR t UAV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 GPS 

위치 값이 활용된다 이 이외에도 로드 분산을 위한 . 









  
  
  














그림 쌍대비교행렬 예시1. 

Fig. 1 Pairwise comparison matrix

메트릭으로 지상망에서 활용하는 메트릭인 을 BOR

동일하게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메트릭의 우선순위 설

정 및 가중치 계산을 위해 를 활용하며 메트AHP , 

릭의 실제 값 정규화 및 가중치 총 합을 계산하기 

위해 방법을 사용한다 계산된 가중치 총 합SAW . 

이 가장 큰 이웃 노드는 목적지까지 다음 홉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및 방AHP SAW 

법을 활용한 메트릭 우선순위 설정 및 가중치 총 

합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는 그림 과 같이 메트릭 간의 , AHP 1

우선순위를 쌍대비교행렬을 활용하여 설정한다. 

행렬에서 각 스케일 값은 메트릭의 상대적인 3x3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메트릭 간의 우선순위는 의사 , 

결정자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쌍대비교행렬에서 행 열의 . , 1 2

스케일 값 의 의미는 번 째 메트릭이 번 째 메4 1 2

트릭보다 배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행 열의 4 2 1

스케일 값 의 의미는 번 째 메트릭이 번 째 1/4 2 1

메트릭 보다 배 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의사 결4 . 

정자에 의해 쌍대비교행렬의 값이 결정되면 행렬 , 

값을 정규화하여 각 메트릭 가중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를 활용한 가중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AHP

의 단계 과정을 따른다4 .

의사 결정 계층 구조화① 

쌍대비교 수행② 

상대적인 가중치 계산③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인④ 

두 번째로 방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들에 , SAW 

대하여 일정한 척도로 계산된 속성 값에 를 통AHP

해 계산한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총점을 비교한 뒤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들의 가. 

중치 총 합이 가장 큰 노드를 다음 홉으로 선택하

며 메트릭의 실제 값을 수집한 뒤 각 메트릭을 , 

또는 기준Larger-the-Better Smaller-the-Better 

으로 구분하여 정규화한다.



28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 기반 공중 경로 생성 방안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 AODV Ⅳ

경로 설정 방안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필요한 출발지 노드는 지

상망과 공중망 각각의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이 헤더에 새로운 필드 를 추2 RREQ (mode)

가한다 해당 필드의 값이 이면 지상 노드 이면 . 0 , 1

노드인 것을 의미하며 출발지 노드로부터 UAV 

를 수신한 중간 노드는 자신의 노드 타입을 RREQ

확인하여 지상망을 활용한 경로 요청인지 공중망을 

활용한 경로 요청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 이외에. 

도 헤더에 개의 메트릭 필드를 추가하여 , RREQ 3

중간 노드들이 자신의 라우팅 메트릭 값 (LCR. 

을 각 필드에 합산시킨다 목적지 노드BOR. RSSI) . 

는 가 거쳐 온 경로의 누적 메트릭 값을 홉 RREQ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도출할 수 있으며 메트릭의 , 

평균값을 활용하여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 기반의 

가중치 총 합을 계산한다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 

활용한 경로 설정 절차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계층에서 활용하는 

라우팅 메트릭은 상이하나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 

활용한 가중치 계산 및 지상망 및 공중망 경로 설

정 절차는 동일하며 의 값에 따라 경로 RREQ mode 

설정 계층이 결정된다 기존 는 출발지 노드. AODV

로부터 가장 먼저 도착한 개의 에 대해서 1 RREQ

를 유니캐스트 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메커니RREP . , 

즘은 다중 메트릭 간의 우선순위가 적용된 가중치

의 누적 합이 가장 큰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기

존 의 선착순 기반 경로 설정 메커니즘은 수AODV

정되어야 한다 제안하는 의 경로 발견 절차. AODV

는 아래 과정을 따른다.

그림 와 같이 메시지에 메트릭을 저2 RREQ ① 

장하기 위한 개의 필드를 추가한다 각 필드에는 3 . 

중간 노드에서 유지하고 있는 메트릭 값의 평균이 

저장되며 목적지 노드는 동일한 출발지 노드로부터 ,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뒤 경로 내 메트릭RREQ 

의 누적 평균값과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

여 가중치 총 합을 계산한다 각 메트릭의 가중치를 . 

결정하기 위해 목적지 노드는 앞서 설명한 방AHP 

법을 활용하며 가중치 계산에 활용되는 쌍대비교행, 

렬은 그림 과 같다 행렬에서 각 행과 열의 1 . 3x3 

의미는 순서대로 를 의미한다 예LCR, BOR, RSSI . 

그림 수정된 패킷 헤더2. RREQ 

Fig. 2 Modified RREQ packet format

그림 공중 및 지상 경로 설정 과정3. 

Fig. 3 Route Discovery Procedure

를 들어 행 열의 의 의미는 메트릭의 중, 1 2 4 LCR 

요도가 메트릭 보다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BOR 4

의미한다 각 행렬의 스케일 값은 네트워크 상태에 . 

따라 의사 결정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를 . AHP

통해 계산된 각 메트릭의 가중치는 방법을 통SAW 

해 계산한 실제 메트릭의 정규화 된 값과의 곱 연

산에 사용되며 가중치 총 합 계산 각 메트릭의 ( ), 

가중치 총 합이 가장 큰 경로가 최적의 경로로 판

단된다 방법을 활용한 메트릭 값 정규화를 . SAW 

위해 각 메트릭은 또는 Larger-the-Better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Smaller-the-Better . 

예를 들어 값은 작을수록 노드의 이동이 빈번, LCR 

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maller-the-Better 

기준에 따라 정규화되며 반대로 는 값이 클수, RSSI

록 수신 신호 세기가 더 크다는 의미이므로 

기준으로 정규화된다 메Larger-the-Better . BOR 

트릭 또한 그 값이 작을수록 버퍼의 가용량이 많다

는 의미이므로 기준으로 정규Smaller-the-Better 

화된다.

그림 과 같이 목적지 노드는 가장 먼저 도3② 

착한 에 대해 개의 를 유니캐스트하지 RREQ 1 RREP

않고 동일한 출발지 노드로부터 수신된 중복된 , 

중 가중치 총 합이 가장 큰 가 도착할 RREQ R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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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헤더의 값에 따라 각각 RREQ mode RREP

를 유니캐스트하여 출발지 노드가 메트릭 가중치 

총 합이 가장 큰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출. 

발지 노드는 지상 경로와 공중 경로에 대한 정보를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하며 시퀀스 번호 또한 별도, 

로 관리된다 지상 경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 

되며 공중 경로는 지상 경로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 

지상 경로가 복구되는 동안 임시 경로로 활용된다.

는 목적지로 향하는 다음 홉의 링크 단절AODV

을 인지하면 소스 노드로 을 유니캐스트하여 , RRER

목적지까지의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거나 목적지까, 

지의 홉 수가 이하인 경우 자체적으로 경로 복10 

구를 시도한다 하지만 새로운 경로 탐색 혹은 로. , 

컬 경로 복구를 수행하는 동안 패킷 손실 및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는 경로 복구를 수행하는 동안 공중망을 임시 경로

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노드는 헬로 메시지. , UAV 

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목적지 노드 주소 및 시퀀스 

번호 필드를 추가하여 자신의 전송 범위 내에 있는 

지상 노드에게 전파한다 지상 노드는 노드로. UAV 

부터 수신한 헬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

는 목적지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노드를 임시 경

로로 활용한다 공중망을 활용한 임시 경로 설정 절. 

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와 같이 중간 노드에서 목적지로 향하4 , ① 

는 다음 홉의 링크 단절을 인지한 경우 메시RRER 

지를 출발지 노드로 유니캐스트하거나 목적지까지

의 홉 수가 이하인 경우 자체적으로 를 브3 RREQ

로드캐스트하여 경로 복구를 시도한다 기존 . AODV

에서는 홉 수가 이하인 경우 자체적으로 경로 10 

복구를 시도하는데 이 값은 노드 수가 많은 대규모 , 

네트워크에서 적합한 값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소규모 전술 네트워크에 적합한 경로 복구 시

도 임계값으로서 을 활용하며 이 값은 네트워크 3 , 

구성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새로운 경로 설정 또는 경로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중간 노드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노드 테이UAV 

블을 확인하여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노드 테이블에 목적지로 향하는 UAV ②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한 목적지 위치에 대하, 

여 지상 경로와 공중 경로의 동기화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목적지에 대한 시퀀

그림 를 활용한 임시 경로 설정 및 복구4. UAV

Fig. 4 Temporary path setting and path recovery 

procedure

스 번호와 노드가 유지하고 있는 시퀀스 번호UAV 

를 비교한다 만약 시퀀스 번호가 같거나 큰 경우. , 

목적지 노드의 위치가 최신화 되어 있거나 자신이 

유지하고 있던 지상 경로에서 설정된 목적지 위치

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노드를 UAV 

임시 경로로 설정한다. 

동일한 목적지에 대하여 공중망과 지상망 경③ 

로 및 목적지 위치 동기화 여부를 비교하기 위해 

출발지 노드 및 중간 노드는 공중망과 지상망 경로

의 목적지 시퀀스 번호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설정. 

된 임시 경로는 을 수신한 출발지 노드로부터 RRER

가 으로 설정된 새로운 를 수신하거나mode 0 RREQ , 

중간 노드에서 자체적인 경로 복구가 성공하여 목

적지 노드로부터 를 수신할 때까지 사용된다RREP .

성능분석V.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경

로 설정 알고리즘과 경로 복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토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능 평AODV . 

가를 위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는 모델OPNET 

러 버전 을 활용하였다 성능 비교 평가를 위하18.7 . 

여 기존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한 AODV, 

버전 다AODV (MCDM based AODV case 1), – 

속성 의사결정 방법과 를 임시 경로로 사용하UAV

는 버전 을 활용(MCDM based AODV case 2)– 

하였다.

제안하는 토폴로지 모델의 성능 분석을 위해 구

성한 네트워크 모델은 표 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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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Number of nodes 40

Number of UAVs 10

Number of sources 10

Number of destinations 10

Network size 5000m x 5000m

Simulation time 1800s
Transmission range
(Normal node/ UAV)

1km/ 3km

Traffic model IP traffic flow

MAC 802.11 

Data rate 2Mbps
Mobility model
[Speed, pause time]

Random waypoint
[5~25m/s, 3s]

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1.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사이즈는 이며 네트워크를 구성하5000m x 5000m , 

는 노드는 지상 노드 및 노드로 구성된다 지UAV . 

상 노드의 통신 범위는 노드의 통신 범1km, UAV 

위는 로 설정되었으며 랜덤 웨이포인트 모델이 3km , 

이동성 모델로 적용되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 

상 노드 개수는 개이며 노드는 총 개로 40 , UAV 10

설정되었다 송신 노드가 생성하는 트래픽은 중복되. 

지 않는 임의의 목적지로 각각 전송되며 송신 노드

와 목적지 노드는 한 쌍을 이룬다 송신 노드가 생. 

성하는 트래픽 모델은 모델을 적용IP traffic flow 

하였다.

프로토콜의 성능 평가 파라미터로는 평균 패킷 

전송률 및 단 대 단 전송 지연을 활용하였다 각 파. 

라미터에 대한 성능 측정 메트릭으로는 노드의 이

동 속도와 트래픽 생성률을 활용하였으며 트래픽 , 

생성률 변화에 따른 성능 평가 파라미터를 측정하

는 경우 노드의 이동 속도를 로 고정하였으15m/s

며 노드의 이동 속도 변화에 따른 성능 평가 파라, 

미터를 측정하는 경우 트래픽 생성률을 3000 

로 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bits/s .

에서 노드의 이동 속도 및 패킷 생성률은 AODV

경로 단절 및 혼잡 발생을 야기하므로 패킷 전송률

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에서 경로 . AODV

생성을 위해 각 노드는 단방향 링크가 아닌 양방향 

링크만을 경로로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드의 . 

이동이 발생하면 특정 목적지까지 생성한 경로를 재

생성하기 위해 를 브로드캐스트하거나 경로 RREQ , 

복구를 수행한다 목적지까지 경로를 재설정하는 동. 

안 혼잡에 의해 버퍼 오버플로우 (buffer overflow)

그림 노드 속도에 따른 패킷 전송률5. 

Fig. 5 Impact of varying speed of nodes on 

packet delivery ratio 

그림 트래픽 생성률에 따른 패킷 전송률6.

Fig. 6 Impact of varying traffic bit rate on packet 

delivery ratio

가 발생하거나 전송 요청 응답이 설정된 시간 동안 

수신되지 않으면 데이터 패킷의 재전송 

이 발생하여 패킷 손실이 일어난다(retransmission) .

그림 는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른 평균 패킷 5

전송률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프. , 

에서 은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한 버case 1

전이며 는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과 를 , case 2 UAV

임시 경로로 활용한 버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노드의 이동이 발생하면 링크 복구 혹은 경로 

재생성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패킷 손실의 주요 원

인이 된다 그래프를 보면 노드의 이동이 발생하면 . 

패킷 전송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 

존의 는 목적지까지 경로 생성을 위한 메트AODV

릭으로 홉 수만을 활용하지만 은 네트워크,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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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을 을 통해 인지하고 다속성 의사결LCR , 

정 방법을 통해 및 메트릭의 상대적인 LCR RSSI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보다 AODV

안정적인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는 지역 . case 2

네트워크의 단절이 발생하면 경로 복구를 수행하는 

동안 노드를 임시 경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UAV 

패킷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지상 노드보다 우월한 , 

전송 범위를 활용하여 링크 단절에 의한 손실을 줄

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및 보다 높AODV case 1

은 패킷 전송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을 보면 노드의 트래픽 생성률 또한 패킷 6 , 

전송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드의 이. 

동으로 인해 특정 노드에 패킷이 집중되어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한 패킷 손실

이 증가한다 기존 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 AODV

만을 생성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에 발생하는 버퍼 

오버플로우를 인지할 수 없어 가장 낮은 패킷 전송

률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은 이웃 노드의 . , case 1

혼잡을 메트릭을 통해 인지할 수 있으며 경로 BOR , 

생성 중 혼잡이 발생한 노드를 중간 노드로 활용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보다 AODV 

높은 패킷 전송률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 case 2

는 망을 활용하여 트래픽 분산을 보다 효율적UAV 

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패킷 전송

률을 보여준다.

는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가 필요한 경우AODV

에만 경로 획득 절차를 수행하며 패(On-demand) 

킷 헤더에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가 전달되는 소스 

라우팅과는 달리 각 노드들이 자신의 라우팅 테이

블에 동적으로 형성하는 경로 정보에 의존하므로 

라우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hop-by-hop . 

에서 링크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경로 생성 

요청 혹은 경로 복구를 수행하는 동안 전송 지연이 

증가한다 따라서 노드의 이동이 빈번한 불안정한 . , 

네트워크에서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생성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단 대 단 

지연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의 7 case 1

에서 을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판단하고LCR , 

만약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 판단되면 및 LCR 

메트릭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높임으로써 안정RSSI 

적인 경로를 생성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최단 . 

경로를 생성하는 기존 보다 낮은 전송 지연AODV 

이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는 지상 망 노드. case 2

그림 노드 속도에 따른 홉 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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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트래픽 생성률에 따른 홉 수8. 

Fig. 8 Impact of varying traffic bit rate on hop count

의 이동으로 인해 지역 네트워크 간 링크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 경로 복구를 수행하는 동안 망UAV 

을 임시 경로로 활용하여 패킷을 목적지까지 전달

하므로 보다 낮은 전송 지연이 발생하였다case 1 .

그림 은 트래픽 생성률에 따른 단 대 단 전송 8

지연을 보여준다 트래픽 생성률이 증가할수록 노드. 

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 처리량보다 수신되는 

트래픽 량이 더 많으므로 패킷 처리 지연이 증가한

다 이러한 패킷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트래. 

픽 분산이 필요하나 기존의 는 트래픽 분산 , AODV

메커니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단 대 단 

지연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 case 1

은 메트릭을 활용하여 이웃 노드의 잔여 버퍼 BOR 

크기를 인지할 수 있으므로 경로 생성 과정에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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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는 . , case 2

지상 경로뿐만 아니라 노드를 활용한 공중 경UAV 

로를 함께 생성하기 때문에 트래픽 분산을 통한 단 

대 단 지연을 줄일 수 있다.

결 론. Ⅵ

전술 애드혹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을 라우팅 프로

토콜의 코스트 계산에 적용하기 위한 절차 및 UAV 

노드를 임시 경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제안된 메커니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 

기반의 를 구성하고 성능을 비교분석OPNET M&S

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 기존의 메커니즘에 비하여 . , 

평균 패킷 전송률 및 단 대 단 전송 지연 측면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 

해 지상 및 공중 네트워크 상태를 다중 메트릭을 

통해 인지하고 메트릭 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논, 

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라우팅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노드를 임시 경로로 . , UAV 

활용함으로써 주문형 프로토콜의 경로 복구 과정에

서 발생하는 패킷 손실 및 단 대 단 전송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 

상 및 공중망의 특성을 반영한 인지 메트릭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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