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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고 노드간 접촉의 기회가 희소한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버퍼 관리 기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DTN 의
대표적인 라우팅 기법인 Epidemic 라우팅과 PRoPHET 에 적용하여 기본적인 버퍼관리 기법과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Ⅰ. 서 론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패러다임은 지연 특성이 다른 이종 네트워크간의 연동을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노드간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1].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DTN 에서는
저장 및 전송(store-and-forward) 기법을 사용하여
다른 노드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메시지를 노드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연결이 생기면 해당 메시지를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데 DTN 환경에서는 노드간 접촉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메시지가 목적지에 전달이 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희소한 노드 간 접촉 기회로 인해 대부분의 라우팅
기법이 플러딩 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메시지 당 많은 복사본이 네트워크에 돌아다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희소한 연결성으로 인해 메시지가 목적지에
전달이 되더라도 해당 메시지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다른 노드들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다. 이를 위해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음을 알리는 백신 메시지를
플러딩하거나 메시지의 수명(TTL: Time-To-Live)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많은
노드들이 불필요한 메시지 복사본을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된 버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DTN 에서 중요한 연구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버퍼 관리 기법[2]이
제시되었으나 제시된 기법들의 대부분은 버퍼가 가득 찬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송 받았을 때 어떤 메시지를
버퍼에서 드롭할 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본 논문은
메시지의 분포를 예측하여 이를 메시지의 수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법인 Doppelganger 기법을 소개한다. 이후 Ⅱ장에서
Doppelganger 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Ⅲ장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이며 마지막으로 Ⅳ장에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버퍼 관리 기법
본 기법에서는 메시지의 분포를 예측하여 이를
메시지의 수명(TTL)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상의 메시지 복사본 수를 조정함으로써 버퍼 사용량을
줄인다. Doppelganger 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크게 (a)
정보의 수집과 (b) TTL 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a) 정보 수집
본 단계에서는 노드들이 서로 접촉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상호 비교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접촉 정보는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별로 유지•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뉜다.
- Dirty Encounter (DE): 같은 메시지를 가진
노드들이
접촉하는
경우로
해당
메시지의
DE 카운터인 ED 를 1 증가시킨다.
- Clean Encounter (CE): 노드들이 접촉을 할 때
한 노드에 있는 메시지가 상대 노드에 없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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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해주는 경우이며 해당 메시지의 CE 카운터인
EC 를 1 증가시킨다.
이 경우 노드간의 접촉 기록을 유지하여 중복
카운트를 피한다.
(b) TTL 조정
정보 수집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통해 메시지의
분포 정도(DD)를 수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D = ED / (EC+ED) …… (1)
DD 는 복사된 메시지의 개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값으로 이 값을 이용하여 수식 (2)와 같이 TTL 값을
재조정한다.
TTL = TTL * (1-DD) …… (2)
식
(2)에
의하여
메시지가
네트워크에
많이
분포되어있을 경우 적게 분포되어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TTL 값이 줄어들게 된다.
Ⅲ.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는 Doppelganger 와 FIFO 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DTN ONE simulator[5]를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설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시간당 평균 버퍼 사용량(GByte/(hour*노드개수))을
보인다.

표 2. Epidemic 에서의 성능 비교
FIFO
전달률
단위시간당 버퍼

26.9%
386.95

Doppelganger
전달률
27.7%
단위시간당 버퍼 385.73

표 3. PRoPHET 에서의 성능 비교
FIFO
전달률
단위시간당 버퍼

28.6%
353.04

Doppelganger
전달률
28.6%
단위시간당 버퍼 352.92

표 2 에서 FIFO 에 비하여 Doppelganger 를 사용했을
때 전체 전달률이 소폭 증가한 반면 시간당 노드
하나에서 사용한 버퍼의 사용량은 줄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3 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폭의 성능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메시지 분포도 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TTL 조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추후 개선할 예정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DTN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버퍼
관리를 위한 기법인 Doppelganger 를 제시하였다.
버퍼가 가득 찼을 때 제거할 메시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Doppelganger 는 메시지의 분포를
예측하고 이를 TTL 에 반영하여 메시지의 전달률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버퍼 사용량을 줄였다.

그림 1. 지역 기반 지도
ACKNOWLEDGMENT
A. 노드 이동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그림 1 과 같다.
지도의 크기는 가로 3000m, 세로 1500m 이며 총
12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1 번부터 11 번까지의
지역(그룹)은 각 노드들이 소속되어있는 지역이며
G 지역은 노드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이다. 노드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을 때는 80%의 확률로 G 지역으로
이동하며 20%의 확률로 다른 나머지 지역으로 이동한다.
자신이 소속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는 90%의
확률로 자신이 소속된 지역으로 돌아가며 10%의 확률로
임의의 지역으로 이동한다.
B. 설정
이 시뮬레이션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를 만났을 때 무조건 메시지를 복사해주는
Epidemic[3] 라우팅과 상대 노드가 자신보다 목적지를
만날
확률이
높을
경우
메시지를
복사해주는
PRoPHET[4]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나머지 설정은 공통적으로 표 1 과 같다.

표 1. 시뮬레이션 설정값
Parameter
실행시간
그룹당 노드수
버퍼용량
단위 메시지 크기
메시지 TTL

설정 값
12 시간
15 개
5MByte
1MByte
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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