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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논문은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환경에서
개발되는 라우팅 기법들의 성능을 시뮬레이션 기반의 측정 방법이 아닌 Dynamic Switch 라는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사용하여 가상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DTN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본 DTN
테스트베드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생성된 단말들의 이동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DTN
테스트베드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동 시나리오에서 최근에 DTN 환경을 위해
제안된 PRoPHET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을 측정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테스트가 가능하다. Dynamic Switch 도구는 각
제 1 장. 서론
노드들간의 연결성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동 시나리오에 정의된 특정 시각의
Delay/Disruption Tolerant Network (DTN) 패러다임은
이종의 네트워크들을 연동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위치에 따라 서로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고정
최근에는 종단간 연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노드가 이동 노드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노드간 통신이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한다[1]. 대부분의 제공한다.
DTN 테스트베드는 11 대의 PC, 2 개의 모니터, 2 개의
DTN 연구들은 저장 및 전달(store-and-forward) 기반의
KVM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10 대의 PC 에는 DTN
라우팅 프로토콜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라우팅
프로토콜이 동작할 수 있도록 DTN2 [1], PRoPHET
접촉(contact)하는 모든 DTN 노드에게 메시지 복사본을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 대의 PC 에는
[4]
전달하는 Epidemic [2], 한정된 개수의 메시지 복사본만을
Dynamic
Switch
도구가 설치되어 있다. DTN2 패키지는
전달하는 Spray & Wait [3], 다른 DTN 노드와 접촉하는
정적인
(static)
DTN
라우팅 프로토콜을, PRoPHET 라우팅
확률에 따라 메시지 복사본을 전달하는 PRoPHET [4]
프로토콜은
동적인
(dynamic)
DTN 라우팅 프로토콜의
라우팅 기법이 있다. 특히, PRoPHET 라우팅 기법은
성능 평가를 위해 설치하였다. 그림 1 은 구축된 DTN
IRTF DTNRG 기구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DTN 라우팅 기법의 성능 측정은 대부분 테스트베드의 구성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DTN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변수들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성능 분석이 힘들다. 본
논문은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해 생성된 이동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Dynamic Switch [5] 라는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이용해
실제 DTN 환경에서 다양한 DTN 라우팅 프로토콜의
(a) 물리적 구성
(b) 논리적 구성
성능 측정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다양한 이동
<
그림
1.
테스트베드
구성>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이 가능한 DTN 테스트베드 구축
과정과 PRoPHET 라우팅 기법의 실제 성능 측정 결과를
1(a)에서 볼 수 있듯이 10 대의 PC 가 Dynamic
소개한다. 이후 2 장에서는 DTN 테스트베드 구성 및 Switch그림도구에
입력된 다양한 이동 시나리오에
동작을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구축된 DTN 테스트베드 따라 그림 1(b)연결되어
에서
볼
있듯이 각 DTN 노드간
상에서 PRoPHET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을 실제 연결성을 조정하는 역할을수수행한다
. Dynamic Switch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도구에서 사용할 이동 시나리오의 생성을 위해 ONE
시뮬레이터[6]를 통해 시간에 따른 DTN 노드간 연결성
제 2 장. DTN 테스트베드 구축
정보를 Dynamic Switch 도구의 입력 값으로 변환할 수
수정하였다. 즉, 수정된 ONE 시뮬레이터를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DTN 테스트베드는 Dynamic 있도록
실행시키면
그 결과로 각 DTN 노드의 이동 시나리오가
Switch 라는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사용하여 다양한 이동
Dynamic Switch 도구의 명령어 형태로 이동 시나리오

파일이 생성된다. 따라서 DTN 테스트베드에서 동작하는
각 DTN 노드가 이렇게 생성된 이동 시나리오에서 어떤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ONE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3 장. Case Study: PRoPHET

라우팅 프로토콜은 각 DTN 노드가 다른
노드와 접촉할 확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접촉할
때마다 서로가 유지하는 확률 정보를 교환 및 갱신하고,
자신보다 목적지 DTN 노드와 만날 확률이 더 높을
경우에만 해당 메시지의 복사본을 전달한다. 따라서
Epidemic 라우팅 프로토콜의 다수의 불필요한 메시지
복사본이라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PRoPHET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확률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PRoPHET
DTN

시나리오에서 측정 및 수집한 누적 분포이다. 두
그래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접촉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ii)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달되는 메시지의 수가 줄어든다.
각 이동 시나리오에서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동
시나리오를 사용한 ONE 시뮬레이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i) DTN

노드가 다른 DTN 노드와 접촉할 확률은 직접
접촉할 확률과 다른 DTN 노드를 거쳐 접촉할 확률의
합으로 정의된다.
ii) 두 DTN 노드가 처음 접촉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자신의
확률 목록에 추가하고, 기본으로 설정된 값(0.75)을
할당한다.
iii) 두 DTN 노드가 접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DTN 노드 목록을 교환하고, i) 정의를 사용하여 자신의
DTN 노드 목록 및 확률을 갱신한다.
iv) DTN 노드간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 DTN 노드와
접촉할 확률을 일정 비율만큼 주기적으로 감소시킨다.
즉, 에이징(aging) 기법이 적용된다.
i) DTN

실험은 지리 정보를 활용한 지도 기반(map-based)
시나리오와 임의의 이동 패턴을 기반으로 한 임의 중간
지점(waypoint) 시나리오 상에서 수행하였다. 이동 패턴
정보는 각 이동 시나리오에 대해 DTN 노드의 개수를
4 개와 9 개로 설정하여 수정된 ONE 시뮬레이터로부터
수집하였다. 모든 이동 시나리오에서 처음 30 분간 소스
DTN 노드에서 1 분에 1 개의 파일을 생성하여 총 2 시간
동안의 전달 비율(delivery ratio)을 측정한다. 그림 2 는
노드가 4 개일 때 map-based 시나리오에 사용된 지도로
Helsinki 도시의 차도 등의 이동 가능 영역을 보여준다.
지도 기반 시나리오의 DTN 노드들은 차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접촉한 DTN 노드들과 통신한다. 반면에 임의
중간 지점 시나리오의 DTN 노드들은 한정된 공간을
임의로 이동하면서 접촉한 DTN 노드들과 통신한다.

<

<

그림 3. 지도 기반 시나리오의 전달 비율>

그림 4. 임의 중간 지점 시나리오의 전달 비율>

제 4 장.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DTN 라우팅 프로토콜의 실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DTN 테스트베드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현재 DTN 테스트베드는 단순히 노드간 연결성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특성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Dynamic
Switch 도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ONE
시뮬레이터와 동일한 이동 시나리오에 대해 더욱 유사한
실험 결과가 가능하도록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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