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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pplications which are covered wide range, it is possible that one or more number of Unmanned

Aerial Vehicle(UAV) squadrons are used to perform a mission. In this case, it is most important to

communicate seamlessly between the UAV squadrons. In this paper, we applied the modified

OLSR(OSLR-Pds) which can prediction for state of the link for the communication in UAV squadron,

and applied the modified AOMDV which can build multi-path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UAV

Squadrons. The mobility of nodes are modeled using Gauss-Markov algorithm, and relative speed between

nodes were calculated by derive equation of movement, and thereby we can predict link state for in

a squadron and between squadrons. An experiment for comparing AODV, AOMDV and the proposed

routing protocol was conducted by three factors such as packet delivery ratio, end to end delay, and

routing overhead. In experiment result, we make sure that the proposed protocol performance are superior

in these three factors. However, if the density of the nodes constituting FANET are too low, and if

the moving speed of node is very slow, there is no difference to others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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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까지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이용한 응용은 군사용 또는 실험 목적에 국

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오락용, 수화물 배달 등 상업

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감시, 재해 

지역의 통신망 제공, 그리고 야생 동물 생태계 조사 

등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

특히 국경 감시나 재해 지역의 통신망 제공의 경우 

한대의 UAV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다른 UAV의 고장과 오작동을 백업할 수 

있도록 UAV 편대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감

시 지역이 매우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수의 UAV 편

대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에 성

공적이고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UAV 편대 

내 통신과 함께 UAV 편대 간 통신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FANET(Flying ad hoc network)은 고정된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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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스테이션이나 유선 백본 네트워크에 의존 없이 

노드들 간의 동적인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UAV

노드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그 동안 FANET용 라

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로는 일반적으로는 

MANET(Mobile Ad hoc Network)의 라우팅 기술

을 일부 수정하여 많이 사용하였다[2,3]. 그러나 

FANET을 구성하는 노드는 MANET과는 달리 고

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MANET용 프로토콜을 빠른 

이동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정도로는 FANET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이지 못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최근 빠르고 불규칙한 UAV의 움직임으로 인해 

FANET의 토폴로지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에 대응할 수 있는 UAV간 링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OLSR-Pds 라우팅 기법이 제안되었다[5]. 일반적으

로 FANET에서 UAV 편대 내의 통신과 편대 간의 

통신 환경은 서로 다르다. UAV 편대 내의 통신은 

동일한 범위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보

다 긴밀하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UAV 편대 

간의 통신은 상대적으로 덜 긴밀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FANET

노드들은 특성상 제한된 전력, 프로세싱 능력, 메모

리 자원 같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

면 OLSR-Pds 라우팅 기법은 UAV 편대 내 통신으

로 사용에는 적절할 지라도 이 라우팅 기법을 UAV

편대 간 통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라우팅 테이블 

갱신을 위한 처리량의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데이터 

전송외의 제어 패킷 전송을 위한 에너지 소모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UAV 편대로 구성된 대규모 FANET

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한 효율적인 라우팅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UAV 편대들로 구성된 대

규모 FANET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하여 FANET의 

빠른 토폴로지의 변화, 제한된 자원 및 통신 환경 등

의 특성을 고려한 라우팅 방식을 제안한다. 빠른 토

폴로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드들의 이동 

방향과 상대 속도를 활용하고, 제한된 자원 및 통신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UAV 편대 내 통신으로는 

사전적 라우팅 방식을 사용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UAV 편대 간 통신을 위해서는 반응적 라우팅 방식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FANET 관련 라우팅 프로토콜 연구 내용과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UAV 노드간 링

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UAV 편대 내 통신을 위한 

라우팅 기법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다수의 UAV

편대로 구성된 대규모 FANET의 특성을 고려한 멀

티 라우팅 방식과 2장에서 설명한 UAV 편대 내 라우

팅 기법에 연계한 UAV 편대 간 통신에 적절한 라우

팅 방식에 대해 제안하였다. 4장에 주요 측정 인자에 

대한 실험과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고 5장의 결론으

로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F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 연구 분석

일반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은 패킷을 목적지로 

전달할 경로를 설정하는데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는 

사전적 라우팅 방식과 반응적 라우팅 방식으로 구분

하는 경우가 많다[6,7]. 사전적 라우팅 방식은 네트워

크 상황을 계속하여 이웃 노드들에게 광고함으로써 

각 노드들은 항상 다른 노드로의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반응적 라우팅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하

고자 하는 경우에 만약 경로에 대한 정보가 현재 노

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경로의 설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사전적 라우팅 방식이 노드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경로에 대한 갱신이 필

요하고 이로 인한 오버헤드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UAV의 이동이 빠르고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인한 FANET의 급격한 토폴로지 변화에 빠르게 대

응할 수 있도록 링크 상태 예측을 기반으로 한 라우

팅 방식이 제안되었다[5]. 이 방식에서는 노드의 이

동 방향과 속도를 이용한 링크 상태를 예측을 반영하

여 역시 사전적 라우팅 방식인 OLSR을 변형한 

OLSR-Pds라는 F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시

하였다. 이 라우팅 기법의 경우 대규모 FANET에서

의 UAV 편대 간 통신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라

우팅 테이블 갱신을 위한 처리량의 오버헤드가 너무 

커서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

한편 반응식 라우팅 방식인 AOMDV(Ad hoc On-

Demand Multipath Distance Vector Routing)[8] 프

로토콜은 루프가 없고 링크 비겹침 경로들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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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AODV(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프로토콜의 확장이다. 다중경로들

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목적지를 위한 라우팅 경로들

은 해당 홉 카운트를 가진 다음 홉들의 리스트를 포

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응적 프로토콜을 FANET

에 이용하는 방식도 제시되었다[9,10]. [9]에서는 

AODV, AOMDV 및 위치 기반 프로토콜을 평가할 

수 있는 ns-2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고 몇 가지 환

경을 가정하여 효율적인 다중 경로 라우팅 기법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FANET과 같

은 노드의 고속 이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10]에서는 AOMDV를 확장하여 노드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동

성이 높은 노드를 경로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성이 높은 노드를 경로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다중 경로를 확보할 

수 있으나 역시 FANET을 구성하는 고속 노드의 이

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2.2 링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라우팅 방식

FANET을 구성하는 UAV 노드들은 이동 속도가 

빠르고 다소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FANET의 토폴로지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UAV간 링

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OLSR-Pds 라우팅 기법이 

제안되었다[5]. 이 연구에서는 먼저 라우팅 프로토콜

이 링크 상태를 확인하고 예측할 때 UAV의 이동 방

향과 속도를 이용하여 UAV 간의 상대 속도를 계산

하고 링크 유지 가능성을 예측한다. 그리고 UAV 편

대 내의 통신을 위해 예측된 링크 상태를 OLSR에 

적용하여 변형하였다.

두 노드 사이의 링크가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지를 노드의 움직임에 기반하여 계산하기 위해 가우

스-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성 모델링을 하여 

노드의 이동성을 3차원 속도 벡터로 나타내었다. 이 

속도 벡터를 이용하여 링크 유지 확률을 계산하고 

다음 경로로 선택할 것인지를 판정하는 식을 생성하

였다. 이 식의 의미는 특정 노드가 현재의 이동 방향

을 유지한다면 대상 노드의 전송 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라우팅을 위한 판정 매트

릭 시간(Time to Decision Metric for Routing:

TDMR)이 된다. 하나의 이동 노드 가 다른 이동 

노드인 를 목적 노드로 하여 전송을 하고자 하고,

각 노드의 전송 범위는 이라고 가정하고 홉 수를 

추가하여 얻어진 최종적인 이웃 선택을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  

      and≠

(1)

여기서 는  노드와 목적 노드 사이의 유

클리드 거리, 는 목적 노드에 대한 의 상대속도를 

의미한다. 과 는 가중치 인자이다.

OSLR-Pds 프로토콜은 수식 (1)을 적용한 변형 

OLSR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빠른 FANET의 토플

로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웃 노드에 대한 정보 

획득은 표준 OLSR의 절차를 이용하고 라우팅 결정

은 수식 (1)에 맞추어 수행하게 된다. OLSR과 같은 

사전적인 프로토콜은 FANET의 노드가 빠르게 움

직일 때 미리 설정한 Hello 주기를 기다리면 토플로

지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OLSR-Pds는 

UAV가 전송 범위를 벗어나는지 예측하고 이를 다음 

홉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노드 와 사이의 예측된 거리 는 수식(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와 은 특정 시점을 의미한다. 수식(3)을 이용하

여 노드 이 노드 의 통신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f ≥  (3)

   if ≤ 

예측된 노드 간의 거리와 링크 상태는 Hello 메시

지와 TC 메시지를 통해서 FANET 상의 모든 노드

가 알 수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고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라우팅 경로를 결정

하기 때문에 FANET의 빠른 토플로지 변경을 미리 

예측하고 링크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단절되기 전에 

패킷 전송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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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3. UAV 편대간 반응적 라우팅 기법
일반적으로 FANET에서 UAV 편대 간의 통신 환

경은 UAV 편대 내의 통신 환경과는 서로 다른 특징

을 가지고 있다. UAV 편대 내의 통신은 동일한 범위

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긴밀하게 

통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반면에 UAV 편대 간

의 통신은 상대적으로 덜 긴밀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한 경우에만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

한 FANET 노드들은 특성상 제한된 전력, 프로세싱 

능력, 메모리 자원 같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2절에서 설명한 OLSR-Pds 라우팅 

기법은 UAV 편대 내 통신으로 사용에는 적절할 지

라도 이 라우팅 기법을 UAV 편대 간 통신에도 그대

로 적용하기에는 라우팅 테이블 갱신을 위한 처리량

의 오버헤드가 너무 크고 데이터 전송외의 제어 패킷 

전송을 위한 에너지 소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

상으로 다수의 UAV 편대를 재해 지역, 전장, 국경 

감시, 그리고 급하게 통신망을 구성하고 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UAV 편대 내 통신과 UAV

편대 간 통신이 FANET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적

절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다수의 UAV 편대들로 구성된 대규

모 FANET의 효과적인 통신을 위하여 FANET의 빠

른 토폴로지의 변화, 제한된 자원 및 통신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라우팅 방식을 제안한다. 먼

저 UAV 노드들의 빠르고 불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인

한 빠른 토폴로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장의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노드들의 이동 방향과 상대 

속도를 통한 링크 상태 예측 기법을 적용한다. 그리

고 UAV 편대 내 통신으로는 사전적 라우팅 방식으

로 2장에서 기술한 기존의 OSLR-Pd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UAV 편대 간 통신을 위해서는 제한된 자

원 및 통신 환경 차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OSLR-Pds

프로토콜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반응적 라우팅 

방식을 제안한다. UAV 편대 간의 통신 환경은 빠른 

토폴로지 변화로 인한 링크 단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단일 경로를 구성하는 AODV보다 다중 경로를 

구성하는 AOMDV를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통신 

경로 확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1 변형 AOMDV의 개요 

제안된 변형 AOMDV 프로토콜은 UAV 편대 간

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OLSR-

Pds의 동작 결과로 구성된 다중점 중계(Multi Point

Relay, MPR) set 중에 편대의 가장자리에 있는 노드

들이 UAV 편대 간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변형 

AOMDV도 OLSR-Pds와 마찬가지로 노드의 위치 

정보와 상대속도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를 사용하

는 시점은 OLSR-Pds가 MPR set 구성 후 바로 노드 

위치 및 상대속도를 획득하는 것과는 달리 변형 

AOMDV에서는 편대 간 통신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

보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변형 AOMDV는 링크 독

립적인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표준적인 AOMDV

의 라우팅 요청(Route Request, RREQ)와 라우팅 응

답(Route Reply, RREP) 메시지를 수정하여 노드의 

속도, 위치 정보를 함께 송신한다.

변형 AOMDV는 주경로 탐색 단계, 대체 경로 탐

색 단계, 그리고 경로 유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안

하는 변형 AOMDV에서 주경로 탐색 단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편대 

간의 첫 포워딩 노드를 찾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주

경로를 획득할 때 편대 내의 MPR 노드만이 RREQ

메시지 전송에 관여하므로 표준 AOMDV에서 사용

하는 대체 경로 수용 규칙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주

경로 선정의 첫 번째 조건은 수식(4)에 표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경로는 경로 안정성이 엄격해야하

지만 FANET에서 편대 간의 통신은 다른 편대와의 

통신 경로 설정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 



로 설정된 값을 넘지 않는 것들 중에 

최대값을 가지는 노드를 선정한다. 즉, 최대 전송 거

리 정책을 사용한다. 대체 경로는  대신 단순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수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는 수식 (2)와 동일한 형태로

서, 다른 편대에 소속되어 있는 두 노드 사이의 거리

를 의미한다. 

는 임계값으로서 음수의 

값을 가지며, 작은 값으로 잡을수록 두 노드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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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Discovery of Primary path
step 1 Source node : Check if destination node is in the squadron.

step 1-1 Communicate in OLSR-Pds mode if destination node is in the squadron

step 1-2 Communicate in modified AOMDV mode if destination node is out of the 

squadron.

step 2 If the modified AOMDV mode starts, broadcast RREQ to their MPR set.

step 2-1 Transmit RREQ to MPR set While the intermediate node don’t reply the 

address of other squadron. 

step 2-2 The node received RREQ transmits RREP with their location and speed 

infomation.

step 3
Perform the next action, if one of the MPR set node receive RREP from the other 

squadron.

step 3-1 Select a node satisfied with (4) among the nodes returned RREP. 

step 3-2 Accept the nodes satisfied with (5) among the nodes returned RREP except 

the nodes established in previous step. 

step 3-3 Sort the redundant paths accepted in previous step on the   basis. 

step 4
Return RREP to source node by going with reverse path received RREQ using RREQ 

table. 

step 4-1 Return RREP to source node by going with reverse path received RREQ using 

RREQ table if more than one node among MPR set receive RREP. 

Fig. 1. Algorithm for discovery of primary path in modified AOMDV  

Algorithm 2 Selection of Redundant path

step 1
Run the followings, if a node receive RREQ from other squadron and recognize the 

destination node. 

step 1-1 Discard the node, if the other node don’t satisfied with (4) when RREQ is 

received.

step 1-2 When the deplicated RREQ is received, accept the redundant path if the 

sequence number of the message is larger than the previous message and 

(4) is satisfied. 

step 1-3 When the deplicated RREQ is received, accept the redundant path if the 

sequence number of the message is same with the previous message and 

(5) is satisfied. 

step 2 Transmits RREP to the nodes satisfied with the condition. 

step 3 Check periodically the information of the nodes satisfied with (4) and (5) in step 1. 

Discard the node if the node on the path don’t satisfied with the condition. 

step 3-1 Transmits data packets to the nodes included in their MPR Selector Set.

Fig. 2. Algorithm for selection of redundant path in modified AOMDV.

범위 내에서 가깝게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5)

3.2 변형 AOMDV의 동작 알고리즘 

변형 AOMDV의 주경로 설정 단계와 대체 경로 

설정 단계 및 경로 유지 단계를 알고리즘 위주로 간

략하게 기술하였다.

∙주경로 탐색 단계

Fig. 1은 변형 AOMDV의 주 경로 선정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이다. 기본적인 절차는 AOMDV

와 동일하다. 중요한 부분은 RREQ와 RREP가 MPR

set에 포함된 노드들 간에 교환된다는 점이다. 즉, 편

대 내의 통신은 OLSR-Pds로 구성된 토플로지를 그

대로 활용한다. 그리고 편대 간에 포워딩을 수행할 

노드를 선정할 때 수식 (4)와 수식 (5)를 이용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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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h maintenance using RRIM.

Fig. 4. Example of modified AOMDV routing.

와 속도를 UAV에 탑재된 GPS를 통해 획득할 수 

있고, RREQ를 통해 노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편대 간 포워딩을 수행할 두 노드의 상대속도와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의 알고리즘에는 주 경로를 

설정하는 step 1～3까지의 단계와 송신 노드가 속한 

편대 측에서 대체 경로를 준비하는 step 3-2～3-3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소

스 노드가 주경로를 설정하고 잠재적인 대체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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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수 있다.

∙대체경로 선정 단계

대체경로 선정은 Fig. 1의 알고리즘이 수행된 이

후 이루어진다. 소스 노드가 포함된 UAV 편대와 마

찬가지로 목적 노드가 포함된 UAV 편대 내의 포워

딩을 수행할 노드들도 통신 가능한 노드를 많이 확보

해야 한다. 많은 노드를 확보할수록 다중 경로의 장

점을 살릴 수 있으며 편대 간 통신 확률도 높일 수 

있다. Fig. 4에 대체경로 선정 단계를 표현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다른 편대의 노드로부터 RREQ를 받았

을 때 그 노드를 대체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부분이다. step 1-1～1-3에 대체 경로 수용 

여부를 나타내었는데, RREQ를 전송한 노드가 수식 

(4)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RREQ를 폐기

한다. 비교적 낮은 기준을 가지는 수식 (4)를 만족하

지 못할 경우는 곧 통신이 불가능해질 경우가 높기 

때문이다. 중복 RREQ가 도착했을 때 시퀀스 번호가 

이전 RREQ 보다 크다면 경로를 찾기 위해 재발송한 

RREQ이므로 낮은 기준의 수식 (4)를 만족할 경우 

대체 경로로 수용하고(step 1-2), 이전 RREQ와 시퀀

스 번호가 같다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식 (5)

를 만족할 때만 대체 경로로 수용한다. 이후 목적 노

드가 포함된 UAV 편대의 포워딩 노드는 조건을 만

족하는 대체 경로로 수용된 노드에 대해 RREP를 발

송한다. 그리고 RREP를 발송한 노드의 정보를 주기

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면 자신의 

MPR Selector Set에 포함된 노드로 패킷 전송을 수

행한다. 이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Fig. 2와 같다.

∙경로유지 단계

경로유지 단계는 간단하다. 패킷이 전송되는 중에 

주경로상의 노드가 이동하였을 경우 대체 경로를 경

유하는 기법이 적용된다. Fig. 3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정하면 노드 UAV 3-1에서 UAV 편대로의 모든 

경로가 불가능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D1, D2, D3

가 모두 이동하였기 때문이다(음영원은 이전위치).

제안 프로토콜에서는 이 경우 모든 대체 경로가 불가

능하다는 RRIM(Route Recovery IMpossible) 메시

지를 선행 노드(MPR Selector)에 통보하게 된다.

Fig. 3에서는 UAV 2-1 노드가 선행 노드에 해당

하며 RRIM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 UAV 2-1은 자신

이 가진 대체경로를 활용하거나 RREQ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로 탐색을 즉시 시도할 수 있다. 이때의 

RRIM 메시지는 소스 노드나 목적지 노드로 통보하

지 않고 경로상의 중간 노드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

에 보다 빠른 복구가 가능하다.

변형 AOMDV의 동작이 이루어지면 Fig. 4과 같

은 형태로 UAV 편대 간 다중 경로가 생성된다. Fig.

6에서 나타내고 있는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 노드로

의 다중 경로는 편대 내에서는 MPR set에 해당되는 

노드들이며, 편대 간에는 RREP가 반환되는 6개의 

경로가 생성되게 된다. 이들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주경로가 U 2-4 ↔ D1인 이유는 본 논문에서 

제한하는 프로토콜이 수식 (4)를 따르기 때문이다.

즉, 수식 (4)는 조건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두 UAV

편대 간 포워딩을 담당할 노드의 거리가 다소 멀더라

도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노드를 주경로

로 선정한다. 이후 대체경로 선정 알고리즘이 동작하

면서 수식 (5)를 이용하여 더 가깝게 존재하는 노드

들 간에 대체경로가 형성된다. 그것이 Table 1에 2～

6까지의 경로들이다.

이와 같이 편대 내에는 OLSR-Pds를 이용한 단일 

경로 라우팅을 활용하고 편대 간에는 변형 AOMDV

를 이용하여 서로 멀어질 확률이 높은 편대 간의 통

신 경로 설정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실험을 통해 

사전적 프로토콜인 OLSR-Pds과 반응적 프로토콜

인 변형 AOMDV의 특징을 조합한 FANET용 복합

형 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한다.

4.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논문에서의 실험은 ns-3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

다. 시뮬레이션 한 UAV는 로터리 블레이드(Rotary

Blade)의 움직임을 가정하였다. 가우스-마코프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만든 이동 모델은 C++로 구현하였

다. 실험은 AODV, AOMDV, 그리고 제안 기법을 대

상 프로토콜로 하여 비교하였다. 측정 인자는 패킷 

전송률, 종단 간 지연, 그리고 라우팅 오버헤드이다.

UAV의 속도를 5m/s∼50m/s로 변경하면서 세 가지 

인자를 측정하였고, 편대 당 노드의 개수를 10∼50으

로 변경하면서 다시 세 가지 인자에 대해 측정하였

다. 노드 속도가 변경될 때는 2개의 편대에 노드 수는 

각각 25개, 총 50개로 고정하였고, 노드 개수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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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ted path

No path (node)

1 (Primary Path UAV 2-4 ↔ D1

2 (Redundant Path) UAV 3-1 ↔ D2

3 (Redundant Path) UAV 2-4 ↔ D3

4 (Redundant Path) UAV 2-4 ↔ D3

5 (Redundant Path) UAV 3-1 ↔ D3

6 (Redundant Path) UAV 2-3 ↔ D1

Table 2. Experiment Environment

Parameter Value

Simulator ns-3

Simulation Time 1000 sec

Language C++

Packet Size 512 byte

Data Type CBR(Constant Bit Rate)

Simulation Area 2000 * 2000m2

Wireless Link 802.11b 11Mbps

Transmission range 100 m

Speed of UAV (Node)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m/s) (18 km/h～180 km/h)

(fixed node number: total 50)

Number of UAV (Node) 10 ~ 50 (fixed node speed: 15m/s)

Hello Interval 1 sec

Initial position of UAVs Left bottom for rectangle simulation area

Routing Protocol AODV, AOMDV, Proposed Protocol

될 때는 노드 속도를 15m/s로 고정하였다. OLSR-

Pds의 Hello 주기는 1초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수식 

(1)의 과 는 각각 0.9와 0.1로 설정하여 홉 수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험하였다. 그

리고 두 개의 UAV 편대는 서로 통신이 가능한 거리

까지 특정 시간동안 접근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수식 (4)와 수식 (5)의 

와 



는 각각 –3과 –5이다. 상세한 실험 환

경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패킷 전송률

패킷 전송률은 소스 노드에서 전송한 패킷의 수에 

대해 목적 노드에서 성공적으로 수신한 패킷 수의 

비율이다. Fig. 5는 AODV, AOMDV, 그리고 제안 

프로토콜에 대해 노드 속도를 5m/s에서 50m/s로 증

가시키면서 패킷 전송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노드 속

도가 느린 15m/s까지 세 종류의 프로토콜 모두 약 

90%의 전송률을 보인다. 노드 속도 15m/s 이상일 

때부터 AODV의 경우 링크의 단절 및 경로 재탐색 

절차가 자주 일어나고 FANET 노드의 고속 이동을 

추적할 수 없다. 노드 속도가 50m/s일 때 AODV는 

전송률이 약 55%까지 하락한다. Fig. 7에서 보면 

AODV와 제안 프로토콜은 유사한 그래프를 가진다.

두 프로토콜 모두 다중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편대 내에서는 사전적 프로토콜인 OLSR-Pds

을 사용하는 제안 프로토콜이 편대 내의 경로는 미리 

알고 있고, 편대 간에도 링크 상태를 예측하는 변형 

AOMDV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 속도가 35m/s까

지 증가하여도 여전히 85% 정도의 전송률을 달성할 

수 있다. AOMDV는 노드가 고속으로 이동할 경우 

표준 절차에 의해 설정한 다중 경로가 이미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노드 속도가 

35m/s에서 50m/s 구간에서는 제안 프로토콜보다 패

킷 전송률이 떨어진다.

노드 속도를 15m/s로 고정하고 2개의 편대 당 노

드의 수를 10에서 50까지 증가시키는 실험에서 전송

률을 측정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나 있다. 실험 영역 

내에 노드의 수가 매우 적은 편대 당 10개, 즉 총 노드 

수가 20개 일 경우 패킷 전송률은 AODV가 약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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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ansmission rate with node speed.

Fig. 6. Transmission rate with node numbers.

AOMDV가 약 79%, 그리고 제안 프로토콜이 약 85%

이다. 네트워크에 노드가 희소한 상태이므로 실험의 

가정에 따라 두 편대가 접근하지 않으면 패킷 전송률

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노드의 수가 점차 증가

하여 총 노드 수가 50개가 될 때까지는 세 프로토콜

에서 전송률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며, 70개 이상의 노

드가 존재할 경우 AODV와 AOMDV의 전송률은 큰 

차이가 없다. 즉 경로 단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밀

도를 가지게 되므로 다중 경로를 설정하는 AOMDV

와 단일 경로를 설정하는 AODV 모두 우수한 전송률

에 도달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노드가 70개에 도달한 

시점부터 95% 이상의 패킷 전송률을 가지는데 이것

은 수식 (1)∼(5)까지를 이용하여 링크의 상태를 예

측하고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즉, 링크 단절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4.2.2 종단 간 전송 지연 

종단 간 전송 지연은 소스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

지 패킷을 전달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전

송 지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토플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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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d-to-End delay with node speed.

Fig. 8. End-to-End delay with node numbers.

변경에 의한 링크 단절과 경로 발견이 힘든 경우에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Fig. 9는 총 노드의 수가 50개 

일 때 노드 속도에 따른 전송 지연을 측정한 결과이

다. 세 프로토콜 모두 노드 속도가 5m/s인 경우는 

전송 지연이 낮다. 노드 속도가 20m/s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AODV와 AOMDV 모두 전송 지연이 가파

르게 높아진다. 두 프로토콜은 모두 반응적 프로토콜

로서 노드의 속도가 고속일 때 경로 탐색 절차를 시

작하여 RREQ를 발송하면 RREP를 받을 확률이 현

저하게 떨어진다. 이는 단일 경로 프로토콜인 AODV

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AOMDV도 

링크 상태를 예측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홉 카운트에 의한 경로 갱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FANET과 같은 노드의 고속 이동 환경에서 다중 경

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다. 제안 프로토콜은 

UAV 편대 내에서는 OLSR-Pds를 통해 경로를 미리 

알고 있고, 편대 간에는 다중 경로를 설정할 수 있으

며, 이런 경로를 설정할 때 링크의 상태를 미리 예측

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Fig.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노드 속도가 50m/s에 도달하여도 전송 지연은 

9ms를 넘지 않는다.

노드의 속도를 15m/s로 고정하고 노드의 수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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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outing overhead with node speed.

Fig. 10. Routing overhead with node numbers.

가시키면서 전송 지연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Fig. 8

과 같다. 노드의 수가 부족한 편대 당 10개의 노드를 

가지는 경우 세 가지 프로토콜은 모두 13ms 이상의 

높은 전송 지연을 보인다. AODV의 경우에는 편대 

간에 경로를 탐색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 15ms 이상의 전송 지연이 나타난다. 세 프로

토콜 모두 노드 수가 40∼50개 되는 시점까지 전송 

지연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에 노드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경로 탐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드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UAV 편대 간 통신 지연이 낮아지려면 충분한 경로

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AODV 보다는 AOMDV와 제

안 프로토콜이 전송 지연이 낮다. 그리고 노드 수가 

충분한 80개 이상부터는 세 프로토콜 모두 전송 지연

에 큰 차이는 없으나 제안 프로토콜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송 지연을 가진다.

4.2.3 라우팅 오버헤드 

라우팅 오버헤드는 전송되는 모든 패킷에서 총 라

우팅 패킷의 비율을 의미한다. Fig. 9는 노드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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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50개로 고정하고 노드 속도를 변경하였을 때 

세 프로토콜에 대한 라우팅 오버헤드를 측정한 결과

이다. AODV와 AOMDV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두 프로토콜이 모두 반응적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다.

즉 필요에 따라 라우팅을 요청하는 RREQ, RREP,

그리고 RRER(Route Error)을 발송시키기 때문에 노

드 속도가 느리고 경로 단절과 재탐색이 필요 없는 

동안의 오버헤드는 낮은 편이다. 노드 속도가 20m/s

가 되기 전까지 AODV는 40%, AOMDV는 약 35%

정도의 오버헤드를 보인다. 한편 제안 프로토콜은 초

기부터 35%의 오버헤드를 가진다. 이는 편대 내부의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OLSR-Pds의 사전적 프로토

콜 동작 결과 때문이다. 그러나 노드 속도가 25m/s가 

넘는 시점부터 제안 프로토콜은 라우팅 오버헤드가 

매우 서서히 증가한다. 노드의 고속 이동으로 인한 

링크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 AODV 및 AOMDV는 

새로운 경로 탐색이 많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RREP를 수신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 제안 프로

토콜은 편대 내 통신 및 편대 간 통신에 모두 링크 

상태를 예측하는 기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필요한 라우팅 오버헤드는 많지만 링크 단절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경로를 찾거나 선택할 수 있어 

RRER을 수신하거나 패킷 전송을 실패할 확률이 크

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드 속도가 45m/s가 되는 

시점부터는 AOMDV보다도 더 작은 라우팅 오버헤

드를 가진다.

노드 속도를 15m/s로 고정하고 세 프로토콜에 대

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Fig. 10에 나타나 있다. 세 

프로토콜 모두 노드의 수가 증가하여 밀집도가 증가

하면 라우팅 오버헤드는 25%미만으로 감소한다.

Fig.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라우팅 오버

헤드가 노드의 수와 크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노

드 속도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노드의 수, 즉 밀집도

는 다음 홉을 발견하는데 핵심적인 인자이다. 세 프

로토콜 모두 노드 수가 총 20개일 때 50% 이상의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 노드 수가 가장 작을 때 

AODV가 가장 낮은 오버헤드를 보이며, 제안 프로토

콜은 편대 내 경로를 위한 기본적인 오버헤드와 편대 

간 통신을 위한 변형 AOMDV가 동작하여 55%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AODV는 낮은 노드 밀집도로 

인해 RRER을 많이 수신하는 상태, 즉 경로 단절 상

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오버헤드를 

가진다. AODV와 AOMDV의 라우팅 오버헤드는 유

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라우팅 

오버헤드가 감소하며, 다중 경로를 채택하는 AOMDV

가 비교적 낮은 라우팅 오버헤드를 가진다. 제안 프

로토콜은 나머지 두 프로토콜과 비교해서 노드 수가 

적을 때 비교적 높은 오버헤드를 보이며 노드 수가 

40∼50개 구간에서 오버헤드가 크게 감소한다. 다음 

홉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노드가 있기 때문

이다. 노드 수가 100개가 되었을 때는 AOMDV가 가

장 낮은 라우팅 오버헤드를 가지는데 이는 노드 속도

가 15m/s로 고정되어 있어 경로 단절이 많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요약해보면 제안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노드의 속도가 고속인 경우와 적절한 노

드 밀집도(실험에서는 50개)를 가지는 경우 최적의 

성능을 보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UAV 편대를 재해 지역, 전

장, 국경 감시, 그리고 급하게 통신망을 구성하고 정

보를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OLSR-Pds과 변형 AOMDV를 혼합한 복합형 라우

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복합형 프로토콜에

서는 UAV가 이동하는 방향과 속력을 이용하여 UAV

간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데 이는 가우스-마코프

(Gauss-Markov)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편대 내

와 편대 간의 라우팅 모두에 상대 속도를 활용한다.

그리고 편대 간의 통신은 링크 단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중 경로를 구성하는 AOMDV를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통신 경로 확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

고자 하였다.

제안한 복합형 프로토콜을 단일 경로 프로토콜인 

AODV 및 다중 경로 프로토콜인 AOMDV에 대해 

패킷 전송률, 종단 간 전송 지연, 그리고 라우팅 오버

헤드에 대해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패

킷 전송률과 종단 간 전송 지연에서는 제안한 프로토

콜이 우수하였으며, 라우팅 오버헤드의 경우에는 노

드 속도가 상대적으로 고속이고 노드 수가 충분한 

경우에 제안 프로토콜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제안 

프로토콜은 UAV 내의 GPS 정보가 필요하고 링크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한다. 또한 

노드 간의 상대 속도 계산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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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제안한 복합형 라우팅 프로토

콜은 사전적, 반응적 프로토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

며, 위치 기반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링크 상태를 미

리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드가 고속으로 이동

하는 FANET의 토플로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 때

문에 F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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