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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의 핵심기술인 VANET(Vehiclular Ad-hoc Network)에서 효

율 인 M-AODV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VANET을 구성하는 차량 단말은 높은 이동성과 잦은 토폴로지 

변화로 홉 수를 인 메트릭으로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FER(Frame Error Rate)을 이용하여 

채  상태가 양호한 링크를 탐색하는 M-AODV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VANET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이

동 인 차량에 M-AODV 알고리즘을 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키워드: VANET, M-AODV, 크로스 이어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efficient M-AODV algorithm in Vehicular Ad-Hoc 

Network (VANET), which is the key technology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Vehicles 

in VANET hardly consider the hop count as an important metric because they have high mobility and 

frequent change of the topolog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ODV scheme searching a good link 

using F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was performed in VANET assuming moving vehicles 

environments.

Keywords: VANET, M-AODV, cross-layer

1. 서 론

최근 자･정보･통신･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목시키는 차세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분야에서 정시성･안정성･효율

성을 추구하는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구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스마트 

톨링, 차량 추돌방지  교통정보 수집제공 등 다양한 서

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망된다. 특히 차량 주행으

로 계속 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합한 

VANET(Vehiclular Ad-hoc Network) 기술이 부상하

고 있다. VANET을 구성하는 차량의 단말은 자체 으

로 통신의 주체이면서 다른 차량들을 한 라우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차량은 외부 인터넷과의 통신

(V2I: Vehicle-to-Infrastructure)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 디지털 지도, 화, 음악 등 상업 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한, 차량이 이동단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차량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통해 차량 

추돌방지, 사고 경보와 같은 운 자 안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ITS 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기존 MANET(Mobile Ad-hoc Network)과 달

리 차량의 빠른 속도와 빈번한 이동에 합한 차량 네트

워크 무선 송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AODV 방법은 

Hop Count를 이용하여 최 의 경로를 선택하는데, 이러

한 경로 선택은 채  환경의 변화가 빈번하고 차량의 빠

른 이동성과 멀티 홉 통신의 특징을 가지는 차량 네트워

크 환경에 그 로 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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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선 채 의 높은 에러율에 의한 데이

터 패킷의 손실과 TCP 세그먼트의 비효율 인 혼잡 제

어를 방하기 하여 채 의 에러율이 높은 경로를 회

피하여 보다 더 채  에러율이 작은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며 기존의 로토콜과의 호환성을 최 한으로 보장하

도록 크로스 이어 개념을 이용하여 라우  알고리즘을 

수정하 다. M-AODV(Multicast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를 이용하여 VANET 환경에서의 빠

른 속도로 이동 인 차량간 통신(V2V)을 시뮬 이션

을 통해 확인하 고, 결과를 분석하 다.

2. 련 연구

2.1 VANET(Vehicle Ad-Hoc Network)

VANET(Vehicular Ad hoc Networks)는 다수의 차

량들이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V2V) 는 

차량과 도로 상의 기지국간(V2I)의 네트워킹을 자율

으로 형성하는 차세  네트워킹 기술이다. VANET의 

특징으로 각각의 노드가 고속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  노드 도의 격한 변화, 이로 인한 잦은 

네트워크 단 , 짧은 링크 연결 시간, 높은 패킷손실률, 

무선채 의 불안정성 등이 있다[1].

VANET의 최종 인 목 은 운 자와 차량의 안  

보호에 있다. 이를 해 도로 상의 작스러운 차량 사

고를 후방에 달하여, 추가 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거나, 도로  주변 교통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VANET은 실시간

으로 정확하게, 운 자, 차량, 도로  교통의 상태를 다

른 차량에 송하여, 험을 미리 비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와 동시에 외부 네트워크  인터넷과의 연

결을 지원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2].

VANET의 구 은 IEEE 802.11기반의 Wi-Fi 뿐만 아

니라 WAVE, WiBro, 스마트 안테나  MIMO, SDR 

기술 등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과 목되어 다양한 서

비스  응용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VANET의 높은 이동성

을 수용하기 해 멀티홉 라우   자동 구성(auto- 

configuration), 자동 복구(auto-healing), 멀티홉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과 같은 여러 기술들의 융합은 VANET

의 실 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2.2 AODV 로토콜

기존의 VANET(Vehiclular Ad-Hoc Networks)에서 

효율 인 라우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해서 사용한 

라우  로토콜은 AODV(Ad-hoc On-demand Dis-

tance Vector)이다. AODV 로토콜은 요구기반 방식

의 리액티  로토콜이며 라우  테이블을 사용한다

[3,4]. AODV는 발신지와 목 지 사이에 하나의 경로를 

유지하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엔트리에서 삭제된다. 

AODV는 경로 탐색을 해서 RREQ와 RREP라는 메

시지를 사용하며 순서번호를 이용해서 경로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2.2.1 RREQ 메시지

AODV에서 경로탐색은 RREQ 메시지 송을 통해

서 이 진다. 발신지 노드가 목 지 노드에 메시지 

송을 필요로 할 때 발신지 노드는 라우  테이블을 검

색한 후,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 RREQ 메시지를 발

생한다.

RREQ 메시지는 발신지와 목 지의 IP 주소, 발신지

와 목 지의 순서번호  로드캐스트 ID를 포함한다

[4]. 여기서 로드캐스트 ID와 IP 주소는 RREQ 메시

지를 구별하는 식별자로 사용한다.

2.2.2 RREP 메시지

RREQ 메시지가 목 지 주소를 알고 있는 임의 노드 

는 최종 으로 목 지 노드에 도착했을 때 노드는

RREP 메시지로 응답한다. 여기서 응답 노드는 기되

지 않은 목 지에 한 엔트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목 지에 한 순서번호가 RREQ 메시지에 있는 순서

번호와 비교해서 작아서는 안 된다. 이는 발신지와 목 지 

사이에 루 가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함이다. RREP 

메시지는 발신지와 목 지의 IP 주소, 목 지 순서번호, 

홉-카운트  수명시간을 포함한다.

2.3 M-AODV 로토콜

AODV는 유니캐스트 이외에도 멀티캐스트를 지원하

는데 추가 으로 멀티캐스트 루트 테이블과 유니캐스트

에서 사용되었던 RREQ와 RREP 메시지를 사용하여 그

룹 멤버들로 구성된 멀티캐스트 트리에 의해서 노드들

의 연결이 형성된다[3,4]. 멀티캐스트 그룹에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 리더가 존재하며 그룹 리더는 그룹의 멀티

캐스트 트리를 유지하며 그룹 순서 번호를 리하게 된

다. 리 (Leaf) 노드가 아닌 멀티캐스트 그룹의 멤버들

은 해당 멀티캐스트 트리의 라우터 역할도 겸하게 되며 

멀티캐스트 트리의 라우터들이 반드시 멀티캐스트 그룹

의 멤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표 1 멀티캐스트 루트 테이블

엔트리 설명

Multicast Group Address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

Group Leader Address 그룹 리더 주소

Group Sequence Number 멀티캐스트 그룹 순서 번호

Hop Count to Group Leader 그룹 리더까지의 홉 카운트

Next Hops
멀티캐스트 트리에 정식으로

등록 는가를 표시, 다음 홉

Lifetime 멀티캐스트 트리의 유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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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리퀘스트 테이블

엔트리 설명

Multicast Group Address 멀티캐스트 그룹 주소

Group Leader Address 그룹 리더 주소

2.3.1 라우  테이블

앞에서 언 되었던 것과 같이 AODV에서 멀티캐스트

를 구 하기 해서는 추가 으로 멀티캐스트 루트 테

이블과 멀티캐스트 그룹을 리하는 리퀘스트 테이블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내에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든 

노드들은 그 노드가 멀티캐스트 그룹의 멤버이건 아니

건 리퀘스트 테이블을 유지해야 한다.

2.3.2 멀티캐스트 경로 발견

유니캐스트에서의 경로 발견과 비슷하게 어떠한 멀티

캐스트 그룹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그룹에 가입하고 

싶은 노드는 RREQ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하게 되는데 

이 때, 그룹 가입을 원하는 노드는 RREQ메시지의 J(join) 

래그를 설정한다. 그림 1(a)는 노드 S가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고자 RREQ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멀티캐스트 그룹 가입 RREQ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

는 자신이 멀티캐스트 트리의 멤버일 때만 RREP 메시

지로 응답을 할 수 있다. 그림 1(b)는 그룹 가입 RREQ 

메시지에 해서 그룹 멤버가 RREP 응답을 하는 것을

(a) 멀티캐스트 루트 발견

(b) RREP 메시지 송

그림 1 멀티캐스트 경로 발견

보여주고 있다. 그룹 가입 RREQ 메시지가 아닌 일반

인 멀티캐스트 트리의 경로를 요구하는 RREQ에 한 

RREP 응답은 유니캐스트와 마찬가지로 해당 루트를 알

고 있는 모든 노드들이 RREP 응답을 할 수 있다. RREP 

메시지에는 그룹 리더의 주소와 가장 가까운 멀티캐스

트 트리 멤버까지의 홉-카운트를 포함하여 유니캐스트 

형태로 RREQ 메시지 발신 노드로 송된다. RREP 메

시지가 송되면서 간 노드들은 그 RREP 메시지를 

가지고 멀티캐스트 루트 테이블과 유니캐스트 루트 테

이블에 해당 경로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한다.

2.3.3 멀티캐스트 경로 유지

발신지 노드는 RREQ 메시지를 송한 후 rte_dis-

covery_timeout 동안 기다리는데. 여러 개의 RREP를 

수신한 발신지 노드는 그 에서 가장 큰 값의 순서 번

호와 트리까지 가장 가까운 경로를 갖는 것 단 하나를 

택하게 된다. rte_discovery_timeout이 경과된 후 발신

지 노드는 MACT(Multicast Activation) 메시지를 선

택한 경로의 다음 홉에 유니캐스트로 달하게 된다. 

MACT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멀티캐스트 루트 테이

블의 Next Hops 엔트리 값을 Enable flag로 설정하여 

소스 노드가 멀티캐스트 트리 경로에 추가되었음을 표

기 한다. MACT 메시지는 해당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

한 노드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계속 달된다.

그림 2(a)는 노드 I가 멀티캐스트 그룹 해지를 하기

(a) 그룹 해지 메시지 송

(b) 그룹 해지

그림 2 멀티캐스트 경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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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ACT 메시지의 P(Prune) 래그를 설정한 후 

그룹 멤버가 아닌 노드 P를 거쳐서 멀티캐스트 그룹 멤

버에게 송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 I와 같이 

트리의 끝단에 치한 잎사귀 노드들은 그냥 트리에서 

빠져나가게 되지만 트리의 간에 치한 잎사귀 노드

가 아닌 노드들은 멀티캐스트 라우터로서의 역할을 계

속하게 된다. Prune 메시지가 송된 이후 그림 2(b)와 

같이 노드 I는 멀티캐스트 그룹과 멀티캐스트 트리에서 

제외되고 라우터로써 동작하던 노드 P 한 멀티캐스트 

트리에서 제외되게 된다.

2.3.4 링크 복구

그림 3(a)와 같이 링크가 깨어진 경우에는 Down-

stream Node인 DN 노드가 RREQ-Rejoin 메시지를 

송하여 링크 복구를 시도한다. 새 경로에 한 RREP 

메시지를 수신하면 그림 3(b)와 같이 새로운 경로가 생

성된다. 이 후에는 이 의 경로 설정과 같이 MACT 메

시지를 송하고 하  링크에 있는 그룹 멤버노드 G에

게 MACT update 메시지를 송한다.

VANET 환경에서는 노드들의 이동에 따라 빈번한 

네트워크 티션이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티션은 

멀티캐스트 트리의 형성에도 향이 미쳐 트리의 연결

이 깨짐으로써 멀티캐스트 그룹이 2개로 나 어지게 되

(a) 링크 깨짐

(b) 깨진 링크의 복구

그림 3 링크 깨짐

(a) 분리된 트리

(b) 재 연결된 트리

그림 4 분리된 트리의 재 연결

는 일이 발생한다. 이후 2개의 그룹이 다시 연결되면 그 

그룹을 다시 합치는 작업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때 IP 주

소가 작은 그룹 리더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림 4(a)와 

같이 상 으로 IP 주소가 작은 그룹 리더 1은 RREQ 

메시지의 R(Repair) 래그를 설정하여 그룹 리더 2에 

유니캐스트 한다. 해당 RREQ 메시지를 수신한 그룹 리

더 2는 RREP 메시지를 그룹 리더 1에 송하고 이 후 

그림 4(b)와 같이 멀티캐스트 트리가 재 연결 된다.

2.3.5 Multicast AODV 로토콜의 특징

멀티캐스트 AODV에서 멑티캐스트 그룹의 리는 그

룹 리더에 의해서 이 지게 된다. 따라서 그룹 리더는 

group_hello_interval 마다 주기 으로 그룹 주소와 그

룹 리더 주소, 그룹 순서 번호, 홉 카운트를 포함한 그

룹 hello 메시지를 송 하여 멀티캐스트 그룹을 리하

게 된다. 그룹 순서 번호는 그룹 hello 메시지가 로드

캐스트 될 때 매번 증가되어 다른 노드들이 최신의 멀

티캐스트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그룹 멤

버가 아닌 다른 노드들도 그룹 hello 메시지를 통해 자

신의 리퀘스트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그룹 멤버들은 

홉 카운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룹 리더까지의 홉 수를 

업데이트한다. Multicast AODV는 기존 유니캐스트의 

루트 정보를 이용하고 한, 멀티캐스트 경로 발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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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용하는 라우  메시지들을 다른 노드들이 이

용함으로써 다른 노드들이나 멀티캐스트 그룹의 노드들

이 그 경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유니캐스트 는 멀티캐스트를 같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매우 효율 이라 할 수 있다.

2.4 링크 가 치 설정 기법

링크 가 치를 설정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으며 QoS를 이용한 기법부터 역폭과 해당 정보를 

여러 가지 응용에 합하게 용하는 방식 등, 여러 가

지 기법이 존재한다.

2.4.1 역폭

역폭을 이용한 방법은 당시의 역폭( 송 속도)을 

측정하여 이를 메트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많은 데

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장 요한 메트릭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들이 배터리 원을 

사용하는 경우 역폭만을 이용한 경로 선택은 네트워크

의 트래픽 분배가 균형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트래픽이 

집 된 노드의 배터리가 우선 으로 방 되므로 네트워

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2.4.2 지연 시간

지연시간을 시용한 방법은 VANET에서 차량 충돌 

이벤트와 같은 긴  메시지 발송 등의 응용에서 매우 

요한 메트릭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변화가 

매우 잦은 VANET과 같은 환경에서는 지연 시간의 측

정만을 메트릭으로 활용할 시에는 그 신뢰도가 매우 낮

을 수 있다.

2.4.3 노드 배터리 양

노드의 배터리 양을 기 으로한 경로 설정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효율 인 분배가 가능하며 네트워크의 수명을 

최 한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VANET의 경우 

차량 내부 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 차량 긴

 메시지 등의 응용에는 배터리 양을 기 으로 한 메트

릭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 합하다고 할 수 없다.

2.4.4 응용에 따른 복합 인 용

에서 언 되었던 역폭  지연 시간, 배터리 양을 

복합 으로 응용에 합한 가 치를 곱하여 메트릭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가중치 ×대역폭가중치 ×지연시간 가중치
3. 제안 AODV 라우  로토콜

효율 인 라우  알고리즘 설계를 해서 본 논문에

서는 크로스 이어 디자인을 이용하 다. 기존의 계층 

구조는 구성이 간단하며 표 화하기 쉽고, 업그 이드하

기 쉬운 장 을 가지고 있지만 MANET과 같은 무선을 

송채 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계층 구조의 단 을 극복하기 해 도입된 개념이 

크로스 이어이다[5-8].

MANET에서 크로스 이어 디자인을 이용한 요구기

반 방식으로 QoS를 향상시키기 해서 다양한 라우  

로토콜 기법이 제안되었지만 QoS에 기반한 경로설정

[9]  역폭과 지연 시간 계산[10] 같은 새로운 라우

 알리고즘과 로토콜 정의로 사실상 표 인 AODV

와는 호환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한 VANET과 같은 

멀티캐스트 라우  환경에서는 확장할 수 없는 단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로토콜은 기존의 노드들이 

동작하는 환경에서도 수정된 로토콜이 탑재된 노드들

과 기존 표  로토콜을 수한 노드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며 자신의 이웃한 노드들과의 메트릭을 FER로 

계산하여 링크 에러율에 따른 최 의 경로를 탐색하기 

때문에 기존 노드들과의 통신에서도 호환성  효율성

을 보장할 수 있다.

3.1 크로스 이어 디자인

크로스 이어는 각 계층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하  는 상  계층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우선 그림 5와 같이 각 계층의 정보를 리하는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를 설계하 다.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는 각 노드에 독립 인 컴포 트로 존재하도

록 설계하 다.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는 물리계층에서 향후 확장

을 해 노드의 역폭과 에 지에 한 정보를 라미

터로 읽어온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IEEE 802.11 

MAC의 연결 설정시의 CTS와 ACK 메시지의 송 성

공률을 기 으로 주기 으로 FER(Frame Error Rate)

을 측정하도록 설계하 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AODV 

라우  테이블을 참조하여 각 목 지 경로에 한 경로

의 존재 유무를 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물리계층의 역폭 정보와 링크 계층의 FER은 라우

 로토콜 설계에서 언 할 네트워크 용량이 크고 손

실이 작은 최  경로를 하는데 있어서 요한 라미터

그림 5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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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다. 각 계층은 기존 OSI 모델에 따른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를 수행하며 크로스 이어 어시스

턴트는 각 계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어온

다. 이는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 설계가 기존 OSI 계

층구조의 모듈성을 괴하지 않고 기존 계층구조를 갖

는 노드와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함이다.

3.2 라우  로토콜 디자인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MANET 환경에

서 합한 라우 을 해서 AODV 라우  로토콜의 

경로 설정 알고리즘을 수정하 다[11]. 무선 송채 은 

에러와 손실이 높기 때문에 홉 수를 인 네트워크

의 메트릭으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6(a)에서와 

같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재의 링크 상태를 주기 으

로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에 달한다. 크로스 이어 

어시스턴트는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서 노드의 링크 상태를 가 치로 표 한다. 

그림 6(b)와 같이 노드 B에 RREQ 메시지가 도달했을 

때, 기존 알고리즘은 순서번호와 최소 홉을 이용해서 발

신지 노드 S와 역방향 경로 설정에 사용하고 노드 A로

부터 수신한 RREQ 메시지는 폐기한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링크간의 가 치의 합을 비교해서 최소 메트릭을 

갖는 링크를 역방향 경로 설정에 사용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6(c)에서와 같이 노드 A로부터 수신된 RREQ 메

시지를 폐기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 발신지 노드와 노드 B사이의 가 치가 이고 노드 

A를 경유한 노드 B까지의 가 치는  이라고 가정

할 경우, 노드 B는 가 치를 비교해서   이면 

노드를 A를 경유한 경로가 채  상태가 양호하므로 역방

향 경로설정을 한다. 노드 B는 라우  테이블에 링크의 

가 치를 장하고 RREQ 메시지를 로드캐스 한다.

결과 으로 그림 6(d)와 같이 경로가 설정된다. 순방

향 경로 설정도 RREP 메시지를 이용해서 동일한 알고

리즘으로 경로가 설정되도록 설계하 다. 홉 간의 링크 

상태를 나타내는 메트릭인 가 치를 달하기 해서 

앞에서 언 한 RREQ 메시지와 RREP의 약된 필드에 

재 노드의 가 치 값을 달하도록 설계하 다. RREQ

를 받은 노드는 순서번호와 링크간의 가 치를 기 으

로 최소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자신이 

목 지의 주소를 갖지 않을 경우 자신의 링크 가 치를 

더해서 로드캐스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7은 각 노드들이 RREQ 메시지를 받았을 때, 설

계된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 다. 

여기서 요한 은 라우  테이블에 목 지의 경로가 

있을 경우의 경로설정 방법이다. AODV 알고리즘은 RREQ

의 순서번호가 라우  테이블의 순서번호 보다 크면 경

로를 재설정하고, 동일한 순서번호에 해서는 새로운

(a) 링크 상태의 가 치 표

(b) RREQ 메시지의 도착

(c) 디자인된 알고리즘의 역방향 경로설정

(d) 새로운 경로설정

그림 6 라우  로토콜 디자인

RREQ의 홉 수가 라우  테이블의 홉 수 보다 작으면 

라우  테이블을 업데이트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동일

한 순서번호에 해서 RREQ의 홉 수로 라우  테이블

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받은 RREQ의 가 치와 라우  

테이블의 가 치를 비교해서 RREQ의 가 치가 작으면 

라우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

따라서, 라우  테이블은 RREQ 메시지와 RREP 메

시지를 받았을 때 데이터 링크의 가 치를 비교하기 

그림 7 RREQ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설계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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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계된 AODV 라우  테이블

엔트리 설명

Destination Address 목 지 주소

Destination Sequence Number 목 지 순서번호

Interface 해당 경로의 존재 유무

Hop Count 목 지 까지 도달 홉 수

Last Hop Count 최종 홉 카운트

Next Hop 목 지를 한 다음 홉

List of Precursors
목 지 주소로 패킷을

달할 노드

Life Time 경로의 유효시간

Routing Flag Flag 표시

Link Weight 목 지까지의 링크 비용

한 엔트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AODV 라우  테

이블에 데이터 링크 가 치 필드를 추가한 라우  테이

블을 설계하 다. 표 3은 설계된 라우  테이블의 형식

을 나타낸다.

4. 시뮬 이션  결과

4.1 FER에 따른 성능 vudd가

4.1.1 AODV 성능평가

라우  로토콜 설계로 각 링크의 가 치를 두어서 

경로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해서, 그림 8과 

같이 6개의 노드가 고정된 치에서 TCP 연결을 하는 

시나리오 모델을 작성하 다[12]. 노드 간 채 의 연결 

상태를 다르게 주기 해서 발신지 노드는 에러율이 0.1, 

2번 노드는 에러율이 0.3으로 에러 모델을 삽입하 다. 

그 외의 노드는 에러 모델을 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설정은 발신지와 노드 2 사이의 무선채 의 에러율을 의

도 으로 증가시키기 해서 설정하 다. 재 IEEE 

802.11 MAC이 하드웨어 으로 반송  감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250m 이므로 히든 터미  문제를 제거하여 

순수한 알고리즘 평가를 수행하기 해서 노드의 간격을 

의도 으로 200m로 설정하 다. 시뮬 이션 시간은 500

이고, 10  일 때 발신지 노드는 목 지 노드에게 

FTP로 10Mbyte를 송하면서 TCP 연결을 한다고 설

정하 다.

그림 8의 실선은 네트워크의 홉 수로 최  경로를 설정

하는 일반 인 AODV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발신지에서 목 지 노드까지는 3 홉으로 패킷을 송한

다. 그림 8의 선은 제안하는 라우  알고리즘의 경로 

설정을 나타낸다. 발신지 노드와 노드 2사이에 무선 채

의 에러율이 높기 때문에 RREP와 RREQ를 받았을 때, 

라우  테이블에 상 으로 높은 데이터 링크 비용으로 

기록된다. 그 결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탐색된 경로는 

노드 1과 노드 3을 경유한 4 홉의 경로로 설정된다.

그림 8 라우  알고리즘 성능 평가

(a) AODV

(b) 설계된 AODV

그림 9 라우  알고리즘에 따른 throughput

VANET에서 AODV 라우  알고리즘 수정으로 인한 

성능개선 효과는 그림 9의 TCP throughput으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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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AODV 시뮬 이션 환경

(a) AODV

(b) 설계된 AODV

그림 10 라우  알고리즘에 따른 혼잡 도우

수 있다. 기존 AODV 알고리즘은 발신지 노드와 노드 2 

사이를 경로 설정하고, 그 결과 TCP 연결 설정 시 발신

지 노드와 노드 2 사이에 무선 채 의 높은 에러율에 의

해 TCP 세그먼트는 손실이 되고 throughput 한 설계

된 알고리즘에 비해 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TCP 혼잡 도우의 크기를 나타낸다. 기

존 AODV 알고리즘은 무선 채  에러율이 높은 경로를 

설정함으로 재 송 타임아웃으로 무선 채 이 안정될 

때 까지 도우 크기가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된 AODV 알고리즘은 비록 홉 수는 크지만 무선 

채  상태가 양호한 경로 확보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므로 안정 인 도우 크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2.2 M-AODV 성능 평가

시뮬 이션 환경은 길이 30km의 4차선 도로를 가정

하여 30000×14m의 공간에 노드 20개가 이동하는 환경

을 가정하 다. 노드들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라 가정

하여 그  10개의 노드는 좌에서 우로 나머지는 반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상 인 도로 환경을 그림 11과 같

이 구 하 다. 시뮬 이션 시간은 360  이고 노드들은 

20～30m/s의 속도로 이동하며 시뮬 이션 시간 동안 최

 100번의 연결을 가지고 4  단 로 CBR(Constant 

Bit Rate) 트래픽을 생성하게 하 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환경에서 모든 노드들이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간의 충돌 정보 등의 요

한 메시지를 달하기 한 상황을 가정하 다.

그림 12는 발신지 노드들이 송한 메시지의 양을 측

정한 것이고 그림 13은 발신지 노드들이 송한 메시지

에 해 멀티캐스트 그룹 노드들이 수신한 메시지의 숫

자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 했었던 IEEE 802.11 MAC

의 반송  탐지 거리가 250m이기 때문에 상 으로 

넓은 공간에 노드들이 치하게 되어서 멀티캐스트 트

리가 구성될 수 없는 범  바깥의 노드들인 3, 5, 8, 14

번 노드들은 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내진 메시지를 여러 개의 노드가 수신하게 되는 멀티

캐스트의 특성 상 throughput 보다 goodput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개의 노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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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AODV에서의 throughput

그림 13 M-AODV에서의 goodput

goodput이 더 작게 나타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멀티캐

스트 트리가 설정된 후 노드의 이동 등에 따라서 멀티

캐스트 트리가 깨지게 되어 송이 제 로 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5. 결 론

계층 구조는 구성이 간단하며 표 화하기 쉽고, 기존

의 계층을 업그 이드하기 쉬운 장 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높은 에러율을 가지며 노드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티션의 발생과 한정된 에 지 등 센서 네트워크에 

용하기에는 많은 한계 이 존재한다. 크로스 이어 개념

은 계층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 

기 으로 설계된 로토콜 계층간 구조가 지니는 한계

를 극복하기 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물리층이 지니는 에 지 정보를 상  계층에 달하여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모를 최소화 하거나 채  에러율

을 물리 계층이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측정하여 상  

계층에 달해 효율 인 라우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채 의 높은 에러율에 의한 데이

터 패킷의 손실과 TCP 세그먼트의 비효율 인 혼잡 제

어를 방하기 하여 채 의 에러율이 높은 경로를 회

피하여 보다 더 채  에러율이 작은 경로를 선택하도록 

크로스 이어 개념을 이용하여 라우  알고리즘을 수정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설계된 라우  알고리즘은 비

록 홉 수는 크지만 무선 채 의 상태가 양호한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라우  알고리즘 환경과 비교했을 

때 throughput, 라우  오버헤드  평균 송 지연시

간을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의 격한 발달로 센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휴 용 단말을 통한 

데이터 통신 등 무선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의 역할

은 매우 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로스 이어를 

이용한 에러율에 따른 합한 라우  기법을 사용하거

나 기타 어 리 이션을 이용한 노드의 이동속도 감지

에 따라 이동성에 합한 라우  로토콜을 선택하는 

등 향후 특수한 환경과 어 리 이션에 합한 라우  

기법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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