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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은 지속적인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store and forward 방식의 메시지 전달을 기본으로 하는 네트워크이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 전송 지연 시간, 불안정한 링크 연결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기존 TCP/IP 기반
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힘들다. 따라서 최근에 DTN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동 노드의 상대적인 방향차이 또는 이동 노드의 목적지 등
과 같은 이동성 정보를 이용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방식을 통해 DTN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기존에
제안된 기법에 비해 전송 확률과 지연 시간, 오버헤드 측면에서 향상된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키워드 :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이동성, 라우팅 프로토콜

Abstract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employs message delivery based on a
store-and-forward method to conquer no guarantee of continuous end-to-end connectivity. Different
from general networks, it is hard for the existing TCP/IP-based routing protocols to correctly work,
due to the characteristics such as large latency and unstable link connectivity. Thus, many recent
studies focus on routing protocols for DT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routing protocol for DTN
with efficient message delivery utilizing mobility information such as direction or destination of mobile
nodes. And this protocol is enhanced in terms of delivery ratio, decreases latency and overhead
compared to the previously proposed solutions. Simulation results prove its superiority.
Key words :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mobility, store and forward, Rout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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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정보를 이용한 DTN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1.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코
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랜, 애드혹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WiMAX 등 다양
한 종류의 네트워크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등장하고 각 응용에 따라 상
이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특성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동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Delay Tolerant Network(DTN)[1]의 기본적인 개념
은 이렇듯 서로 상이한 특성, 특별히 지연 시간이 매우
다른 이종 네트워크를 연동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로
서 출발하였다. 지상에서 우주 공간에 쏘아 보낸 탐사선
사이의 행성 간 통신, 위성 통신[2]과 같이 지연 시간이
분, 시간, 일 이상의 단위인 네트워크와 지연 시간의 단
위가 초 단위 이하인 지상의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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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store and forward
방식으로 동작하고 현재 자신과 접촉이 있는 노드에게
우선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호스트의 이동성 정보, 즉 이동하는 노드 사
이의 상대적인 방향각 차이, 노드의 목적지 정보, 그리
고 이 두 가지 정보 모두와 노드의 상대적 속도 차이를
함께 고려한 값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DTN 라우팅 프
로토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
하였다.

2. DTN에서 사용 가능한 라우팅 프로토콜
DTN에서의 지연은 전달 매체 자체의 특성이나 불안
정성, 혹은 호스트의 이동성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연을 발생시키는 애드혹 네트워크, 센서 네트
워크, 차량 네트워크 등의 기존 네트워크에도 넓은 의미
에서 DTN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특별히 센서 네트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센서 네트워크나

워크, 애드혹 네트워크, 차량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네트워크와 같이 빈번한 연결성 변화로 인단 종단

많은 라우팅 기법들이 이미 연구되고 있다. 또한 DTN

간 경로 부재, 파워 소진으로 인한 네트워크 구성 변화,

을 대상으로 하는 라우팅 기법들에 대해서도 최근 많은

높은 지연 시간 등의 기존의 TCP/IP 프로토콜이 적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부터 각각의 네트워크 기

될 수 없는 Opportunistic Network[3]을 포함하는 개념

술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우팅 기법의 종류와 장단점에

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확장된 개념의 Delay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DTN)은 어느 순간

2.1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store and forward 방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응용과 요구

식의 메시지 전달을 기본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이야기

사항에 따른 많은 reactive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되어 있다.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인 AODV[5]

현재 DTN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아키텍처, 라우팅 프

의 경우 호스트의 이동성에 따라 이웃 노드들이 동적으

로토콜 및 전송 프로토콜, 메시지 저장 관리 기법 등 다

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단대단 연결성을 보장하고 이

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종단간 연

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한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를 위

결성이 보장되지 않고 각 노드들의 이웃 노드들이 동적

한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제안된 Directed Diffusion[6]

으로 변하는 상황에서의 라우팅 기법에 대한 연구는 가

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연결성을 고려하여 전달받을 메

장 폭넓게 이루어지는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미

시지가 있을 경우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경로를 동적

DTN과 비슷한 환경의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나 센서

으로 설정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

네트워크 또는 차량 네트워크 등의 연구분야에서 다양

만 이러한 라우팅 기법의 경우 노드의 큰 이동성으로

한 라우팅 프로토콜들[4-6]이 제안되어 있다. 뿐만 아니

인해 종단간 연결성이 항상 보장되지 않으면, 즉 잠시라

라 위에서 언급한 다른 네트워크와는 다른 DTN 고유

도 종단간 연결성이 끊어지게 되면 매우 빈약한 성능을

의 특성에 적합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도 활발

보인다[12]. 또한 매체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낮은 노드

히 이루어지고 있다[7-11].

의 밀도로 인해 한 번 끊어진 종단간 연결성이 쉽게 수

하지만 모바일 에드혹 네트워크나 센서 네트워크와

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

같은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들은 DTN 고유의 특성을

다. 차량 네트워크를 위해 제안된 대부분의 라우팅 프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DTN을 위해 고안

토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는다. 하

된 라우팅 프로토콜들도 Random Mobility 등과 같은

지만 DTN의 store & forward 개념을 받아들여 차량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의 상황에

의 밀도가 작아 당장 전달할 이웃 차량이 없는 경우 메

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고에서 제시하

시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

고자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DTN의 특성을 반영하여,

는 연구도 발표되었다[13]. 그러나 이러한 기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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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레이아웃과 교통 트래픽 패턴을 이용하여 정해
진 장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호스트 간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목적이 다르다.
2.2 기존 DTN 라우팅 프로토콜
기존에 연구된 DTN 라우팅 기법은 각 노드의 이동
성 유무와 라우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동성이 없는 상황을 가정
한 경우 각 노드는 움직이지 않고 각 노드들 간의 연결
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특정 시간에서의 특정 링크의 연결성 정보나 데이
터 전송률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의 oraclebased 라우팅 기법[8]과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
황에서의 라우팅 기법[9]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본 고에서는 이동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라우팅 기법에

3. 호스트의 이동성 정보를 이용한 라우팅 프로토콜
DTN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응용 및 환경은 위성
통신,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DTN은 기존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
았거나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기술로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이미 충분
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많은 대안 기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
이 두 개의 지역 사이를 오가는 이동 노드의 경우 이동
방향과 목적지 정보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기본적으로 epidemic routing이나 spray & wait, prophet과 같은 플러딩 기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채택하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법들은 우리의 기법들

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기법들이 대부분 노드의 랜덤한

과는 목표가 다르다.

이동성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이동은 그

각 노드의 이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하철처럼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목적지

동하는 노드의 방향이나 시간, 속도 등이 예측 가능한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노드가 GPS나

[8,9], 아니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

Navigator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성을 가지고 있는지[11], 혹은 완전하게 랜덤한 이동성

수 있다면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메시지의 전달 성공

을 갖는지[7,10]에 따라 각 경우의 라우팅 기법들이 연

률, 지연 시간,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는 동일 메시지

구되고 있다.

의 수(오버헤드)의 측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일 수 있

이 중 Epidemic 라우팅[7], spray & wait[10], Pro-

다고 본다. 기존의 Spray & Wait 기법에서는 각각의

phet[11] 등의 기법은 정해지지 않은 경로를 따라 움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

이는 이동 노드들 사이의 DTN 라우팅이라는 점에서

어, 임의의 노드 A가 임의의 노드 B를 만나면 서로 자

본 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

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인덱스를 비교한다. 그리고

지만 Epidemic 라우팅 의 경우 만나는 노드들끼리 자신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메시지를 교환하기 전에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인덱스를 교환하여 서로 가지

가진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횟수(L 값)를 확인한다.

고 있지 않은 메시지를 상호교환 하는 방식을 취한다.

만약 더 이상의 전달이 불가능하다면(L=1) 해당 메시지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드들이 네트워크에서 전달

를 전달하지 않고 전달이 가능하다면 그 메시지가 전달

되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있게 되므로, 매우 비

될 수 있는 횟수를 두 개의 노드가 서로 나누어 갖는다.

효율 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pray & wait에서

이 때 전달할 수 있는 횟수를 반씩(floor(2/L)) 나누어

는 인덱스 교환을 통한 플러딩 방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갖는지 아니면 메시지의 전달 권한을 주지 않고 자신이

각각의 패킷이 전달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네

가지고 있는 해당 메시지의 전달 권한을 1만큼 감소시

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방지한

킬지(노드 A의 L값: L-1, 노드 B의 L값: 1)는 정책에

다. 또한 Prophet의 경우 노드들의 접촉 정보를 유지하
고 이를 통해 메시지가 목적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자신
보다 큰 노드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무분별한
전달 횟수를 줄인다. 이러한 기법들은 본 고의 연구와
비슷하게 이동성을 가진 노드들 사이의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이 랜덤한 이동성을 가
진 노드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 전달 성공률을
보장하고 있지만, 단일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의 메시지
전달의 경우에서 있어서 전송 확률이나 오버헤드 측면
에서 여전히 비효율적이다.

그림 1 DTN 응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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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다. 만약 후자의 방식을 취한다면 결국 메시지
의 소스 노드만이 만나는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
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법이 네트워크 상에서 무분별하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개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자신이 처음 만나는
노드에게 무조건 메시지와 L값을 전달하게 되므로 어떤
노드에게 얼마만큼의 L값을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 제시하는 기
법에서는 이러한 L값의 분배 시 각 노드의 이동성 정보
를 고려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한다.
3.1 방향 정보 기반 프로토콜
본 기법에서는 L값의 분배 시 각 노드의 이동 방향을
참고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노드에게 보다 많은
L값을 나눠주도록 한다. 이동 중인 임의의 노드가 다른
노드를 만났을 경우의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호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종류 및 노드의 이동방향
정보를 교환한다.
∙교환할 노드가 있을 경우 서로의 이동 방향을 비교하
여 FDirection() 값에 따라 L값을 교환한다.
위에서 언급한 FDirection() 값은 그림 2와 같은 방식을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Direction(L,angle)=L*angle/180° (0°≤angle<90°)
FDirection(L,angle)=-L*angle/180° (-90°≤angle<0°)

그림 3 목적지 정보 기반 라우팅 기법
노드를 만났을 경우의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호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종류 및 노드의 목적지
좌표를 교환한다.
교환할 노드가 있을 경우 서로의 이동 방향을 비교하
여 FDest() 값에 따라 L값을 교환한다.
위에서 언급한 FDest() 값은 그림 3과 같은 방식을 따
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Dest(L,x1,y1,x2,y2) = L*{(x1-x2)2+(y1-y2)2}/Dmax2
여기서 L 값은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최대 값이고, x1, y1 값은 전송자의 목적지의 2차
원 좌표, x2, y2는 수신자의 목적지 좌표이다.
표 1 방향-목적지 정보 기반 라우팅 기법
Direction

Destination

similar

Close

None

similar

Far

A few

여기서 L 값은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different

Close

A few

있는 최대 값이고 angle은 전송자와 수신자의 이동벡터

different

Far

n/2

FDirection(L,angle)=L/2 (90°≤angle≤180°, -90°≤
angle≤-180°)

Token Handover

사이의 각도 차이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노드에게 보다 큰 L값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3.3 방향-목적지 정보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향상을 위하여 우리는 위의 두 가지 기법을 결합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L값의 분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방향이 비슷하고 목적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노드에게는 L값을 나눠주지 않고 방향이 비슷하고 목적
지 사이의 거리가 멀거나 반대로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
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L값을
나눠주며 방향도 다르고 목적지 사이의 거리도 먼 경우
에 L 값을 가장 많이 나눠주도록 하였다. 또한 평균적
인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를 가진 노드가 보다 상대적

그림 2 방향정보 기반 라우팅 기법

으로 네트워크 전체에 메시지를 고르게 전달할 확률이
높으므로 속도가 빠른 노드에 가중치를 주었다. 임의의

3.2 이동 목적지 정보 기반 라우팅 프로토콜

두 노드가 만났을 경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본 기법에서는 L값의 분배 시 각 노드의 목적지 정보

∙상호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종류, 노드의 이동 방향

를 참고하여 L값을 분배한다. 즉 임의의 두 노드가 만

정보 및 노드의 목적지 좌표를 교환한다.

났을 경우 그림 3과 같이 서로의 목적지 정보를 비교하

∙교환할 노드가 있을 경우 교환한 상대 이동성 정보를

여 목적지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노드에게 많은

바탕으로 계산된 FHybrid() 값에 따라 L값을 교환한다.

L값을 할당한다. 따라서 이동 중인 임의의 노드가 다른

위에서 언급한 FHybrid() 값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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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많을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실험환경이

FHybrid()=C* FDirection(1,angle)* FDest(1,x1,y1,x2,y2)*SDiff

랜덤화되면서 결국 플러딩에 기반한 방식과 같은 결과

여기서 C값은 한 번에 다른 노드에게 건네줄 수 있는

로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8에서도 실

L의 최대값으로 실험에서는 2/L로 고정하였다. SDiff 값

험에 참여한 노드의 속도가 작을수록 우리의 실험 결과

은 서로 통신 중인 두 노드의 속도 차이에 따른 가중치

가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 그 이유는 실험 시나리오

로 [0,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상 각각의 노드가 랜덤하게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한 이
후 또 다른 목적지를 랜덤하게 정하여 이동하는 것을

4. 성능 평가

반복하는 것에 기인한다. 즉, 평균적인 노드의 속도가

본 실험은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개발한 DTN 전

빠르면 이러한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실험환경이 랜덤

용 시뮬레이터인 The Opportunistic Network Environ-

화되기 때문에 일반 플러딩 방식의 기법과 비슷한 결과

ment Simulator (The ONE)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실험에서는 크게 3가지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마지막으로 그림 9는 방향 정보 및 목적지 정보를 결

번째는 소스에서 전송된 전체 메시지의 몇 %가 목적지

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의 성능을 Spray & Wait과 비교

까지 도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전송확률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송된 메시지가 평균적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실제목적지에 전송하
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에서 불필요하게 전송된 횟수를
계산한 오버헤드 비율이다. 표 2는 그림 4～8의 실험을
위한 환경 설정 값이다. 이 번 실험에서의 이동성 모델
은 시뮬레이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헬싱키의 실제 도
로 레이아웃이 적용된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델
이 사용되었다.
그림 4～6의 실험 결과는 Epidemic Routing, Spray

그림 4 각 기법에 따른 전송 확률

& Wait, Prophet과 우리의 이동성 정보에 기반한 방식
을 전송확률과 평균 지연시간, 오버헤드 비율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Spray & Wait 기법과 큰 차이가 나지
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전송확률은 Spray &
Wait보다 높고, Delay는 작으면서 오버헤드 비율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향을 띄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실험 결과를 통해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실험 환경
Area size (m)

4500 × 3400

Number of nodes

126, 189, 252

그림 5 각 기법에 따른 평균 전송 지연 시간

Transmission range (m) 10
Speed (m/s)

1.5～3, 5～7.5, 10～15

Buffer size (MB)

5*, 50**

Movement model

*: Shortest Path Map Based
Movement
**: Map Route Movement

그림 7과 8은 실험 상의 노드 수와 노드의 속도를 변
화시켜가면서 전송확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노드의 수가 작을수록 본

그림 6 각 기법에 따른 전송 오버헤드({# of Relayed

고에서 제시한 이동성 정보에 기반한 기법이 높은 전송

packets - # of Delivered packets}/{# of Re-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드의 수가

layed packets})

이동성 정보를 이용한 DTN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135

5. 결 론
본 고에서는 이동하고 있는 노드의 방향과 목적지 정
보를 사용하여 각각의 노드가 전송할 수 있는 메시지
개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단순한 플러딩 기반의
Epidemic 라우팅이나, 특별히 정해진 경로로 이동을 반
복하는 노드들이 존재할 때 유리한 Prophet에 비해 높
은 전송 성공률과 작은 지연시간 그리고 작은 오버헤드
비율을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전체 전달되
그림 7 노드 수 설정에 따른 전송 확률 변화

는 메시지의 수를 조절하는 Spray & Wait에 비해서도
영리한 메시지 수 조절을 통해 전송확률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결과의 차이
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는 실험 시
각 이동 노드들의 움직임이 시간이 흐를수록 랜덤화 되
면서 단순한 플러딩 기반의 기법에 유리해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제로 DTN이 사용될 수 있는 상
황을 고려할 때 이동 노드들은 실제로 그렇게 랜덤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앞으로 실제
DTN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델

그림 8 노드의 이동 속도 설정에 따른 전송확률 변화

링하여 이에 적합한 이동성 정보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고안한다면 단순히 랜덤한 이동성을 가정한 기존의 기
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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