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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동 모델을 사용한 근무일 이동에서 DTN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

오상엽
가천대학교 인터랙티브 미디어 융합학과

AperformanceanalysisofaDTNroutingprotocol

intheworkingdaymovementusingataximovementmodel

SangYeob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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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NE시뮬레이터로 구현된 근무일 이동 모델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한다.하지

만,근무일 이동 모델은 교통수단 중에 택시 이동 모델은 누락되어 있다.그래서 선행 연구로 택시 이동 모델을  

ONE시뮬레이터로 구현하 다.ONE시뮬레이터 안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의 실험결과는 이동 모델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ONE시뮬레이터에 택시 이동 모델을 이용하 을 때,전염 라우팅 프로토콜과 같은 

DTN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주제어 : ONE시뮬레이터,택시 이동 모델,근무일 이동 모델,DTN,라우팅 프로토콜

Abstract  The working-day movement model, which implemented in the ONE simulator, supports the 

environments similar to the real life by using the transportation. However, there is no taxi movement model in 

the working-day movement model. So, we implemented a taxi movement model in the ONE simulator as the 

previous work. It is changed significantly for the simulation results of routing protocols in the ONE simulator.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DTN routing protocol such as an epidemic routing 

protocol using our taxi movement model in the ONE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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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연내성망(DTN)은지연시간이서로상이한네트워

크 간 통신을 해 제안되었다.DTN은 종단 간 연결이

빈번히 단 되는 상황에서 통신을 해야 하므로,연결이

재설정 되면 장된 메시지를 달하는 SCF

(store-carry-forward)방식으로 동작한다[1].이러한

DTN의라우 로토콜을시뮬 이션하기 해서는이

동 모델이 얼마나 실제 환경과 비슷한지가 요한 요소

가 된다.

ONE(OpportunisticNetworkEnvironment)시뮬

이터는 DTN에서의 라우 로토콜을 시뮬 이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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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되었다[2].RWP (Random Waypoint)[3],

WDM (Working Day Movement) [4], PDM

(Post-disastermovement)[5]등다양한이동모델이있

지만,WDM은일반 인사람들의움직임을잘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에 사용되어 왔다.여기에는 자가용

과 버스에 한 교통수단의 움직임을 포함해 근무 시간

에 회의실로 이동하거나 퇴근 후 움직임도 제공한다.

하지만,교통수단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

에 해서는이동모델을지원하고있지않다.택시는승

객을태우기 까지는무작 로탐색하듯이이동하다가,

승객을 태우면 목 지로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이러한

이동은DTN에서패킷 달과정 다양한통신상황을

만들어낼수있다.그래서ONE시뮬 이터에택시이동

모델을 선행 연구로 구 하 다.본 논문에서는 택시 모

델의환경변수에따라기존라우 로토콜성능에미

치는 향을실험하고분석한다.그결과,택시를이용할

수록 목 지 패킷 달 비율은 최 0.05만큼 감소했으

며,택시가 증가할 경우에는 패킷 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성능에 한 상 계가 높지 않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이동 모델

에 한 련연구에 해기술하고3장에서는택시이동

모델에 해설명한다.4장에서는택시이동모델을 용

한 환경에서 DTN라우 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RWP(Random WayPoint)

RWP는 길이 없는 장에 사람들이 무작 로 이동하

는 형태를 표 한 모델이다.가장 단순하지만 짧은 시뮬

이션 시간 동안 연결이 끊기는 상황을 쉽게 재 시킬

수있다.구체 인이동방식은한지 에서다른지 을

무작 로 선택하고 설정된 속도로 이동한 후,설정된

기 시간으로 멈춰있는 움직임을 반복 으로 수행한다.

특정 공간에 이 게 반복 으로 움직이는 모델은 실

제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사회 환경의 움직임 특성을

이용한 라우 로토콜은 시뮬 이션이 불가능하다.

2.2 PDM(Post-disaster Movement)

PDM은 재난 후 상황에서 지도 기반 이동 모델을 이

용한이동모델이다.지도정보는OpenJUMP[6]와같은

GIS(GraphicInfor-mationSystem)를이용하여이동경

로와 치정보를설정하여생성한다.RWP는무작 로

설정된 치면어디든이동할수있지만,지도기반이동

모델은 설정된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목 지는 설

정된 치 정보로만 선택 될 수 있다.

PDM은 목 지 정보를 재난 후 구조 상황에 따라 움

직이는 형태를 보인다.구조 원,이재민,경찰과 같은

에이 트로 노드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이동 패턴을 가

진다. 치정보로설정된는곳은센터,병원,소방서,경

찰서 등이며,각 에이 트에 따라 출발지와 목 지가 다

르게 설정된다.

이모델은재난후상황에만특화되어있기때문에일

반 인 사람들의 움직임과는 다르다.그래서 일반 인

라우 로토콜을 시뮬 이션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2.3 WDM(Working Day Movement)

WDM은근무일에사람들의하루일과의이동패턴을

사실 으로보여 다.WDM은사람들의활동형태를다

음과 같이 구성하 다.

HA(HomeActivity):이동패턴이있다.아침에발생

하는 형태이며 집에서 근무지로 출근하는 상황에서

어떤 교통 수단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OA(OfficeActivity):이미 설정된 근무지에 도착하

면,여기서는 걸어서 자신의 책상으로 이동하고 설정

된 시간만큼 기한다.사무실로 설정된 공간 안에서

토 분포(Pareto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기 시

간과이동시간을가지며확률을통해회의장소로이

동하기도 한다.

EA(EveningActivity):퇴근 후 녁에 활동하는 이

동 패턴을 의미한다.집으로 바로 갈 수도 있으며,쇼

핑을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다.

TA(TransportActivity):출퇴근 할 때 버스나 자가

용처럼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여주

는 이동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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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시 이동 모델

선행연구된택시이동모델[7]은2.3의WDM에보다

사실 인 환경을 구축하기 해 택시 이동 모델을 추가

시킨형태이다.이모델은택시승객에 한이동과택시

의 이동으로 구성된다.택시 승객의 이동 패턴은 택시를

타기 해 움직이고 탑승을 하면 목 지까지 이동하고,

택시 이동 패턴은 승객을 태우기 해 무작 로 이동하

다가승객을발견하면이를태워서목 지까지이동하는

패턴을 가진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실제 용

되었을때,DTN라우 로토콜성능에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3.1 택시 승객 이동 모델

TA에서이동노드가택시를타기로확률에의해결정

되면,택시승객이동모델이수행된다.이동노드는다음

과 같은 상태에 따라 이동한다.

택시를 잡기 해 이동하는 상태:집에서 나와 재

치에서무작 로선택된지 으로이동하여택시를기

다린다.이지 에도착하면,택시를기다리게되며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택시를 기다리는 상태:택시가 올 때까지 기 한다.

택시가 도착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택시를탑승하는상태:택시가도착하면문을열고탑

승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단하고,환경변수로 설

정된최소값과최 값사이에서무작 시간을선택하여

택시와 승객 모두 기한다.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

다.

택시에 탑승하여 목 지를 설정하는 상태:택시에 자

신이 이동할 목 지를 설정하는 상태이다.내부 인 처

리만 있을 뿐 시뮬 이션 시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없

다.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택시를타고이동하는상태:택시와같이최단경로로

목 지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속도와 경로로 이동한다.

목 지에 도착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택시를내리는상태:도착한후돈을지불하거나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걸리므로,환경변수로 설정된 최소·최

값 사이에서 무작 한 시간을 선택하여 기한다.설

정된 시간 후에는 모든 단계가 완료되고,기존 WDM에

따라 움직인다.

3.2 택시 이동 모델

택시 이동 모델은 승객이 탑승한 경우와 승객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빈 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해 이동을

해야 한다.지도 기반으로 움직이며 경로와 경로가 만나

는 지 에 도착할 때마다 택시에 탑승하기를 원하는 이

동노드가있는지확인한다.만약승객이존재하면,택시

승객 이동 모델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인다.탑승한 사람

의 목 지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하여 이동하며 이때는

탑승할 승객이 지 에 있어도 무시하고 지나간다.

승객이 없는 택시는 환경변수의 최소·최 값 범 내

에서 무작 로 선택한 속도로 이동한다.분기 이 나올

때 마다 속도는 다시 계산된다. 한,이때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선택하게 되는데 기본 으로는 무작 한 선택

에 따른다.하지만,단순히 무작 하게 경로를 선택하면

실제상황과는다르게갑자기U-턴을하거나같은경로

로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 ,설정된일정크기만큼택시노드마다큐를생성

한다.그리고 경로를 연결하는 지 에 도착할 때마다 큐

에 치를 장한다.그리고다음경로를선택할때, 재

큐에 장된 치정보와갈수있는지 들을비교하여

최근에 이동한 은 없는지 검사한다.그리고 이동하지

않은 경로 에 무작 로 선택하여 이동한다.만약 이동

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라면 큐에 치정보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선택한다.

4. 택시 이동 모델 환경에서 DTN 라우

   팅 프로토콜에 대한 성능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WDM에 택시 이동 모델이 용된

경우 표 인 DTN라우 로토콜인 염 라우 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하고 이에

해 논의한다.

4.1 실험 환경

<Table1>은ONE시뮬 이터로실험하기 해사용

한 환경변수를 보여 다.나머지 환경변수는 WDM으로

설정된 기본 값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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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Router EpidemicRouter

Buffersize 100M

Transmissionrange 10m

Transmissionspeed 100k

Buslinecount 8

Totalbuscount 18

Populationcount 100

Officecount 50

Meetingpointcount 10

Officewaitingtime [10,100,000]

Shoppingwaitingtime [3,600,7,200]

Carholdprobability 0.5

Taxirideprobability 0.0~0.6

Thenumberoftaxi 10,20,30,40,50,60

Maprestrict Helsinki

Simulationtime 430k(43k~=12hours)

<Table 1> Simulation environment parameters

4.2 택시 탑승 비율 증가에 따른 성능 분석

[Fig.1]은이동수단을택시로할비율에따른 달된

패킷 개수와 성공률을 보여 다. 체 으로 택시를 사

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달된 패킷 개수가 어드는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DTN환경에서는 다른 노드와

횟수가 높아지면 력이 높아져 더 높은 확률로

패킷을 달할수있다.택시를이용하면버스와는다르

게 다른 노드와의 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한다.따라

서택시를타는비율이높을수록 달된패킷개수가감

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1] Delivered packet count and 

delivery probability by taxi ride 

probability

[Fig.2]는 택시를 이용할 비율이 높을수록 달된 패

킷의 평균 인 홉의 개수와 이에 한 추이를 보여 다.

택시 탑승 비율이 0.5를 기 으로 평균 인 홉의 개수가

더이상증가하지않는결과를보여 다.이는 달된패

킷 개수가 감소하는 상과 상 계가 높다.

[Fig. 2] Average hop count by taxi ride 

probability

[Fig.3]은 택시를 이용할 비율이 높을수록 목 지까

지 달되지못한패킷을포함하여패킷이릴 이된

체개수를보여 다.택시탑승비율이0.3인경우에는다

른 경우와는 다르게 높은 패킷 릴 이 개수를 보여주지

만,비율증감에따른상 계는없는것으로분석된다.

[Fig. 3] Relayed packet count by taxi rid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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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택시 개수 증가에 따른 성능 분석

[Fig.4]는 택시 수가 증가할수록 달된 패킷 개수

의 성공률을 보여 다. 체 인 추이를 보면 택시 수

가 늘어날수록 달 성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4] Delivered packet count and delivery 

probability by the number of taxi

택시 한 하나의 노드처럼 동작하고,승객을 태우지

않는다면 빠른 속도로 여러 경로를 이동하기 때문에,다

른노드와 할확률이높아진다.이는패킷 달비율

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 한,통신 노드의 수

가증가되었기때문에그만큼패킷이 달될확률도높

아진다.

[Fig.5]는 택시 수에 따른 달된 패킷의 평균 인

홉의 개수를 보여 다.택시의 수가 60 인 경우에는

평균 인 홉의 개수가 최 치가 나왔으나, 체 인 결

과를 살펴보면 상 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Fig. 5] Average hop count by the number of taxi

[Fig.6]은택시 수에따른 체패킷의릴 이개수

를 보여 다.

[Fig. 6] Relayed packet count by the number of 

taxi

반 으로는 택시 수가 증가할수록 패킷 릴 이

개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이는 상 계가 높

기보단 통신 노드의 수의 증가로 릴 이의 개수에 향

을 주었다고 분석된다.

5. 결 론

본논문에서는선행연구된택시이동모델을ONE시

뮬 이터에 용하여 염라우 로토콜의성능평가

를분석하 다.기존ONE시뮬 이터가지원하는WDM

환경에서택시이동모델에 한환경설정을추가로하

고,택시 이용 비율과 택시 수 증가에 따른 달된

패킷개수,평균 인홉의개수, 체패킷릴 이개수의

결과를 분석하 다.그 결과 택시의 탑승 비율이나 개수

에 따라 라우 로토콜 성능에 다양한 요소로 향을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연구계획으로는이러한택시환경에맞는DTN

라우 로토콜에 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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