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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컨퍼런스의 참가자들 사이에 파일을 주고 받거나 무선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상

업적인 목적으로 애드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뮬

레이션을 통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지만 실제 구현을 통한 실험 결과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것

은 무선 애드혹 환경의 특성을 임의로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에 따라 Virginia Tech.

에서는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Dynamic Switch 를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Dynamic Switch 의 구조를 분석하고, Virginia Tech.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무선 애드혹 네트

워크 에뮬레이터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1. 서론 

애드혹 네트워크는 기존의 무선 환경과는 다르게 베이

스 스테이션과 같은 미리 설치된 장비 없이 임의로 형성

되는 네트워크이다. 애드혹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든 노

드들은 다른 노드를 위해 패킷을 중계하는 라우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애드혹 네트워크는 군사용 목적이나 구조 작업의 특수

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근래에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

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애드혹 네트워크의 연구를 살펴 보면 이론

적인 설계나 분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1] 그러나 애드혹 환경에서 실제 구현을 통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이것은 애드혹 환경을 임의로 조

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이다. 즉,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 각 연결의 채널 상태, 전송 속도를 실험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뮬레

이션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무선 링크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필

요를 충족하고자 Bradley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Virginia Tech. 에서는 애드혹 

환경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한 Dynamic Switch 를 개발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Dynamic Switch 를 소개하고 그 구

조를 분석한 다음, Virginia Tech.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Dynamic Switch 의 애드혹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로의 타

당성을 검증한다. 

이후 본 논문 2 절에서는 Dynamic Switch 를 소개하고 

구조를 분석한다. 3 절에서는 Dynamic Switch 를 이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4 절에서

는 NS2 와 테스트 베드를 통한 실험으로 Dynamic 

Switch 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5 절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한다. 

 

2. Dynamic Switch 

기존의 IP 라우터나 ATM 스위치는 IP 나 MAC 정보에 

따라 패킷을 전달해 주는 기능만이 있기 때문에 노드 사

이의 연결성을 에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IP 나 

MAC 주소를 변경해야만 한다. 더욱이 그런 스위치에서

는 패킷 손실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정하기 힘들다. 

즉, 기존의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무

선 애드혹 환경을 에뮬레이션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무

선 애드혹 환경 대신에 유선 환경으로 쉽게 조절 가능한 

에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Dynamic Switch 가 

개발되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논문은 20002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두뇌한국 21과 국가지정연구실 프로젝트, ADD(Agency of Defense and 
Development)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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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드 사이의 연결성 에뮬레이션 

Dynamic Switch 는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단말 노드에서

는 아무런 수정 없이 에뮬레이션 할 수 있다. 무선 애드

혹 환경에서 노드의 위치에 따른 노드 사이의 연결성을 

Dynamic Switch 의 연결 상태표에 의해서 동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 과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 1 의 노드 2, 노드 4 와의 연결 상태를 Dynamic 

Switch 의 연결표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 유선 환경으로 무선 환경 에뮬레이션 

 

 

표 1. Dynamic Switch 의 연결 상태표 

 

2.2. 패킷 손실과 대역폭 조절 에뮬레이션 

Dynamic Switch 에서 패킷 손실은 two-state Markov 

chain 으로 모델링 된다.[2] 채널은 서로 다른 확률로 

“ 좋음”  상태나 “ 나쁨”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현재 상

태가 주어지면 해당 확률로 다른 상태로 전이가 가능한 

모델이다. 

 

그림 2. two-state Markov chain 

 

Dynamic Switch 에서 대역폭 조절은 leaky-bucket 토큰 

모델을 사용한다.[3] 토큰 버퍼에 토큰이 없거나 새로운 

토큰이 도착하지 않으면 패킷이 전달되지 않는다. 즉, 토

큰 버퍼의 크기에 상한 값이 있고, 이것으로 각 링크의 

대역폭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림 3. leaky-bucket 토큰 모델 

 

2.3. Dynamic Switch 의 구현 

 Redhat 7.0 리눅스의 커널 2.2.16 에서 2 개의 4 포트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Dynamic Switch 는 중계 프로그램, 커널 프로그램, 캐릭

터 디바이스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4. Dynamic Switch 내부 구조 

 

 각 부분을 살펴보면, 사용자 공간의 중계 프로그램은 사

용자의 입력을 적절한 형식으로 변환하여 캐릭터 디바이

스로 전달한다. 이 때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변하는 토폴

로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캐릭터 디바이스는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스니퍼 모드로 초기화 한다. 

그리고 캐릭터 디바이스는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표와 토

큰 버퍼 큐를 유지하고 있다. 커널 프로그램은 모든 패킷

을 받아서 동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해 준다. 

이 때 IP 나 MAC 주소와 같은 패킷의 정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캐릭터 디바이스의 연결 상태표를 참고하여 패킷

을 어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할지를 결정하고, 필

요하다면 여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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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 베드 구축 

 그림 5 과 같이 Dynamic Switch 를 이용한 테스트 베드

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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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테스트 베드 

 

 Dynamic Switch 에서 5 개의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중 노드 1 의 eth1 연결은 Dynamic 

Switch 와 노드 1 의 동기화를 위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한다. 

 

4. Dynamic Switch 의 타당성 검증 

 Dynamic Switch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애드혹 네

트워크에서 제안되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실제 구현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이미 검증되어진 

시뮬레이터인 NS2(network simulator 2)[4]의 결과값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

써 Dynamic Switch 의 타당성을 보인다. 

 애드혹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크게 proactive

한 방법과 reactive 한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Proactive 

방법은 모든 노드들이 전체 네트워크 구성에 대하여 알고 

이 정보를 가지고 모든 목적지에 대한 경로를 라우팅 테

이블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모든 노드들이 라

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이에 반해 Reactive 

방법은 어떤 노드에 대해 보낼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노드에 대한 경로만을 찾아서 데이터를 보내는 on-

demand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경로 설정, 경로 유지의 두 

메커니즘으로 설계된다. 

 우리는 Dynamic Switch 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MANET(Mobile 

Ad-hoc Networks) WG 에서 작업 중인 OLSR(Optimized 

Link State Routing)[5]과 AODV(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6]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OLSR 은 대표적인 pro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AODV 는 대표적인 re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 실험은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NS2 와 테스트 

베드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의 오버헤드의 척도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 수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실험으로 노드

의 전송 범위가 결과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드의 전송 범위에 따른 라우팅 컨트롤 메시

지 수를 측정하였다. 시나리오는 표 2 의 기본적인 파라

미터 값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생성하였고, 각 실험은 5

번씩 반복한 결과에서 평균을 구했다. 

 

 

표 2. 실험에서 사용된 무선 환경 파라미터 값 

 

4.1. OLSR 실험 및 결과 비교 

 이 실험에서는 HIPERCOM 에서 제공하는 OLSR 소스와 

ns2 소스를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7] 사용된 시나리

오는 노드 0 에서 노드 3 까지의 4 개의 노드들을 이용해 

다른 시드값으로 랜덤하게 생성하였다. OLSR 은 

pro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노드가 이동하면

서 주기적으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따

라서 이동하는 각 노드에서 보내거나 받은 라우팅 메시지 

수를 측정한다. 각 노드에서 측정된 결과값은 동일한 형

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드 1 에서의 결과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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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드 1 의 측정값 

 

 Pro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자주 

변할수록 더 많은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게 

된다. 따라서 전송 범위가 20 과 같이 작은 경우에는 각 

노드가 이동하지만 대부분의 실험 시간 동안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가 끊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토폴로

지의 변화가 거의 없어 라우팅 컨트롤의 메시지 수가 적

다. 전송 범위가 90 과 같이 큰 경우에도 각 노드들이 이

동하지만 대부분의 실험 시간 동안 노드들이 계속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의 변화가 없어 라우

팅 컨트롤 메시지 수가 적다. 하지만 적절한 전송 범위에

서는 노드의 이동에 따라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가 계속 

변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많은 라

우팅 컨트롤 메시지가 발생한다. 

 NS2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베드 에뮬레이션의 결과를 비

교해 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

레이션에서 측정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 수에 대한 시뮬

레이션과 에뮬레이션에서 측정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 

수의 차이의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송 범위가 60

일 때 6.57(%), 나머지 경우에는 5(%) 이하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NS2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베드 에뮬

레이션 사이의 오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것은 Dynamic Switch 의 타당성 증명의 근거가 된다. 

 

4.2. AODV 실험 및 결과 비교 

 이 실험에서는 Uppsala 대학에서 제공하는 AODV 소스

와 ns2 소스를 조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8] 노드 0 에

서 노드 4 까지의 5 개의 노드를 사용해 실험하였다. 

AODV 는 re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만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보

내고 받는다. 따라서 OLSR 과는 달리 실제 트래픽이 필

요하다. 전체 실험 시간 동안 노드 1 에서 노드 0 으로 

1000 바이트 크기의 패킷을 0.02 초마다 보낸다. 이 때 

그림 5 에서 노드 1 의 eth1 연결은 Dynamic Switch 와 

노드 1 사이의 트래픽 생성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된다. 

실험 결과값을 살펴보면 트래픽을 생성하는 노드를 제외

하고는 모두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노드 1 과 노드 4

의 결과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 그림 8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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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노드 1 의 측정값 

노드 4의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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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노드 4 의 측정값 

 

노드 1 은 노드 0 으로 보낼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노드의 이동성으로 인해 노드 1 에서 노드 0

으로의 경로가 끊어지게 되면 새로운 경로 설정을 위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실험 결과에서 노

드의 전송 범위가 20 과 같이 작은 경우에는 각 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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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지만 대부분의 실험 시간 동안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노드 1 은 노드 0 으로의 

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라우팅 컨트롤 메시

지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노드 0 을 비롯한 다른 노드들

은 경로 설정을 요청하는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 보내거나 받은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 수는 그

리 크지 않다. 그리고 노드의 전송 범위가 90 과 같이 큰 

경우에는 대부분의 실험 시간 동안 노드 0 과 노드 1 사

이의 경로가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노

드에서 경로와 관련해서 많은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가 발

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전송 범위에서는 노드 1

에서 노드 0 으로의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 다른 노드들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게 되고, 노드의 이

동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경로가 변경되면서 라우팅 컨

트롤 메시지 수가 증가하게 된다. 

 NS2 의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베드 에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데이터를 보내는 노드 1 에서의 측정값과 다

른 모든 노드들에서의 측정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실험의 시뮬레이션에서 측정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에뮬레이션에서 측정된 

라우팅 컨트롤 메시지 수의 차이의 상대적인 비율을 살펴

보면 최대 30(%) 정도로 OLSR 보다는 오차가 크다. 이것

은 AODV 가 re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실제 

트래픽을 생성하면서 리눅스의 버퍼 관리 같은 네트워킹 

스택의 최적화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 외의 대부분의 결

과값들은 7(%) 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reactive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도 NS2 시뮬레이션과 테스

트 베드 에뮬레이션 사이의 오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

을 알 수 있고, 이것 역시 Dynamic Switch 의 타당성 증

명의 근거가 된다. 

 

5. 결론 

 Dynamic Switch 는 노드의 수정 없이 동적으로 변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고, 임의의 확률로 

패킷을 버리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면서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4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조절하기 힘든 애드혹 네트워크의 환경을 실제와 

비슷하면서도 원하는 값으로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애드

혹 네트워크의 MAC 과 관련된 실험과 많은 노드로 이루

어진 애드혹 네트워크 실험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

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Dynamic Switch 를 애드혹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 

실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무선랜

에서 AP 와 무선 노드 사이의 연결 상태를 에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타당성이 증명된 

Dynamic Switch 는 단지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무선 환경도 에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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