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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관련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사용 범위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재해 지역에 네트워크 제공, 국경 감

시, 야생 동물 관찰 등이 대표적인 UAV의 사용 분야

이다[1]. 단독으로 사용되던 UAV가 요즘은 편대로 

많이 사용된다. 이는 특정 UAV가 고장 났을 때 나머

지 UAV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UAV로 이루어

지는 FANET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FANET을 

구성할 때 적용되는 라우팅 기법 중 가장 흔하게 사

용되는 방법이 MANET(Mobile Ad hoc Network)

의 라우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2]. FANET은 

MANET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M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FANET은 일반적인 

MANET에 노드의 이동성이 높고 토플로지의 변화

가 극심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MANET용 프로토콜

은 FANET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

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3][4].

본 논문에서는 UAV를 재해 상황, 국경 감시, 그리

고 임시적인 네트워크가 급하게 필요한 다양한 응용

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상 스테이션이 요구되지 않는 

OLSR 기반의 F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계하

였다[5]. MANET용 프로토콜은 FANET에 직접 적

FANET에서 UAV간 링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라우팅 기법

황  희  두†

Routing Method based on Prediction of Link

State between UAVs in FANET

HeeDoo Hwang†

ABSTRACT

Today, the application area and scope of FANET(Flying Ad Hoc Network) has been extended. As

a result, FANET related research are actively conducted, but there is no decision yet as the routing

protocol for FANE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OLSR-Pds (Prediction with direction and speed) which

is added a method to predict status of link for OLSR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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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An experiment for comparing AODV, OLS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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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head. In experiment result, we were confirm that OLSR-Pds performance are superior in these three

factors. OLSR-Pds has the disadvantage that requires time-consuming calculations for link state and

required for computing resources, but we were confirm that OLSR-Pds is suitable for routing to the

FANET environment because it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proactive protocol and reactive protocol.

Key words: FANET, UAV, Routing, OLSR, Prediction, Gauss-Markov Algorithm

※ Corresponding Author : HeeDoo Hwang, Address:

(49361) 101Dong 606Ho BuYoungByukSan, GamChunRo

21BunGill 35, Saha-gu, Busan, Korea, TEL : +82-10-

4716-3053, E-mail : mrcello@donga.ac.kr

Receipt date : Oct. 2, 2016, Approval date : Oct. 27, 2016
†Dept. of Computer Science,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1830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2016. 11)

용하기 어렵고 기존의 FANET 연구에서 제안한 방

식들도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UAV간 링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은 OLSR을 이용하되, UAV가 이동하

는 방향과 속력을 이용하여 링크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가우스-마코프(Gauss-Markov)

알고리즘을 통해 이동성 모형[6]을 만든 후 이를 기

반으로 UAV 간 링크 상태를 예측하고 계산한다. 이

후 OLSR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링크 상

태가 가장 좋은 노드가 통신 경로로 선택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FANET

관련 연구 및 기존 연구 분석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3장에서는 제안 라우팅 프로토콜을 상세하게 기술하

였다. 4장에 주요 측정 인자에 대한 실험과 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고 5장의 결론으로 맺는다.

2. F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 

초기의 FANET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연구에

서는 라우팅 정보를 적극적으로 갱신하는 사전적 프

로토콜이 주류를 이루었다. FANET에 관련된 연구

가 진행됨에 따라 네트워크 토플로지가 급격히 변하

는 특성을 가진 FANET의 구조상 사전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보다는 반응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적당하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7]. FANET에서 적절

하지 못한 통신 경로에 대한 정보가 중심인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라우팅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하는 조건과 FANET

의 특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로 Time-

slotted on-demand routing[8], Geographic position

mobility oriented routing[9], Clustering algorithm

based routing[10]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가 

MANET에서 라우팅 프로토콜로 존재하던 개념이

지만 노드의 빠른 속도와 급격한 네트워크 토플로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FANET에 최적화된 라우

팅 방식들이다. [4]에서는 OLSR에 기반한 FANET

용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는데 P-OLSR

(Predictive OLSR)이라는 변형 OLSR을 이용한다.

이 개념은 링크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5]에서 제시한 링크 품질 계산식을 이용한

다. 이것은 송신 노드로부터 전송하고자 하는 경로 

상에서 n-홉 떨어진 노드에 대한 포워딩 수신 비율

과 역수신 비율을 이용하여 링크 상태를 평가하는데 

계산이 다소 복잡하고 노드의 이동 속도에 대한 고려

가 부족하다[11]. 근래의 연구들 중에서 OLSR 프로

토콜을 기반으로 하면서 노드 위치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링크 상태를 예측하고 FANET에서 라우

팅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2,4].

3. 제안 라우팅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전적 라우팅 프로토콜

인 OLSR이 링크 상태를 확인할 때 UAV의 이동 방

향과 속도를 이용하여 링크 상태를 예측하고 OLSR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고, 두 번째는 라우팅 테이블의 업데이트를 이용하

여 경로를 설정하거나 복구하는 절차에 관한 방법이

다. 두 가지를 이용하여 FANET 고유의 특징을 유지

하면서 부가 장비와 제어 패킷을 지나치게 발생시키

지 않는 FANET용 라우팅 프로토콜인 OLSR-Pds

(OLSR-Prediction with direction and speed)을 제

안한다.

3.1 링크 상태 예측 방법 

본 논문에서 링크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2개

의 인자를 이용한다. 첫째는 UAV간의 상대 속도이

고 둘째는 홉 수이다. 다음은 링크 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다.

노드(UAV)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각 노드들

이 가우스-마코프 이동 모델을 따라 움직인다고 가

정하고 UAV의 움직임을 모델링하기 위해 가우스-

마코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가우스-마코프 모델

에서는 초기의 이동 속력과 방향이 필요하고 식 (1)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이전의 이동 속력과 방향에 

의존하여 다음 이동 방향과 속력을 계산한다[6].

      
 
   

      
  
    (1)

는 조절 파라미터이며, 과 은 각각 시간 에 

시점에서의 속력과 방향각을 나타내고,   과   

은 시간 시점에서의 속력과 방향각을 의미한다.

와 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 및 방향의 평균값이



1831FANET에서 UAV간 링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라우팅 기법

다. 그리고 와 는 속력과 방향에 대한 정규분포

에서의 표준 편차 값이다. 마지막으로  과  은 

속력과 방향에 대한 가우시안 랜덤 변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 (1)을 확장하여 3차원 속도 벡터

를 나타내기 위해 ,  그리고 축에 가우스-마코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2)

이제 식 (2)의 방향성을 포함한 속도 벡터를 활용

하고 링크 상태를 평가하는 수식을 유도한다.

식 (3)은 특정 노드가 현재의 이동 방향을 유지할 

경우 다른 노드의 전송 범위 내에 포함되기까지 걸리

는 시간을 나타내며 라우팅을 위한 판정 매트릭 시간

(Time to Decision Metric for Routing: TDMR)으로 

표기한다. 특정 UAV인 가 다른 UAV인 를 목적 

노드로 하여 전송을 하고자 하고, 각 노드의 전송 범

위는 이라고 하면 은 식 (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3)

식 (3)에서 는 노드와 목적 노드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나타내며 는 목적 노드에 대한 

의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높은 양수 값을 가지는 

는 빠르게 목적 노드 방향으로 이동 중인 노드를 

의미하며, 높은 음수 값을 가지는 는 빠른 속도로 

목적 노드에서 멀어지는 이웃 노드를 의미한다. 식

(3)에서 핵심적 것은 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웃 

노드 가 좌표  , 를 가지고 속도는  , 를 가지

고 있다고 하면 속도 벡터는 식(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를 포함한 평면의 양의 축과 의 속도 벡터 

사이의 각도를 먼저 구해보면, 두 좌표 와 가 주

어지고 tan를 알 때 각도를 구할 수 있는 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양수와 음수를 고려한 결과

를 출력한다. 의 결과는 라디안으로 출력되므로 

각도를 구하기 위해 식 (5)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5)

목적 노드 의 좌표를  , 라 하고 속력을  ,

라 하면 면 를 포함한 평면의 양의 축과 의 

속도 벡터  사이의 각도는 식(5)와 유사하게 계산

할 수 있으며 식 (6)과 같다.

      ×


(6)

와 사이의 각도 차이는 의 속도 벡터 와  

의 속도 벡터  사이의 각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목적 노드 에 대한 의 상대 속도 는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cos   (7)

식 (7)에서  대신 를 사용하고, 수식 (5)와 (6)

의 좌표 값을 각각 와 로 바꾸면 이웃 노드 에 

대한 의 상대 속도도 계산할 수 있다. OLSR 프로

토콜이 표준 동작을 완료한 후 라우팅을 결정할 때 

을 주요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작

은 을 가지는 이웃 노드가 다음 홉으로 결정되

면 된다.  ,  , 를 좌표로 가지는 잠재적인 다음 

홉 노드(이웃 노드) 와  ,  , 를 좌표로 가지는 

목적 노드 가 주어지면 유클리드 거리는 간단하게 

식 (8)과 같다.

               (8)

 











   and   


 


(9)

이 0인 경우는 이웃 노드가 목적 노드로부

터 멀어지고 있거나 두 노드 사이의 거리가 전송 범

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 포워딩 노드로 선택하지 않

는다. 포워딩할 이웃 노드 선택은 항상 음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선택한다. 목적 노

드로 다가오는 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속도가 

빠를수록 값도 크다. 그리고 통신 범위 내에 포함되

는 노드는 의 분자로서 음의 값이 되기 때문이

다. 식(9)에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홉 수이다. 목적 

노드까지 홉 수가 적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은 라우팅

의 기본 전략이며, 동시에 OLSR에서도 주요 매트릭

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이웃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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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은 식(10)과 같은 형태가 된다.

 



× 

  




  ×  

     and ≠  (10)

과 는 가중치 인자로 FANET을 이루는 UAV

의 속도 및 이동 방향이 상대적으로 일정할 때는 

의 가중치를 올려 홉수를 중시하고, 노드의 움직임이 

활발할 경우는 의 가중치를 절대적으로 높게 주면 

된다.

3.2 OSLR-Pds 알고리즘의 개요 

OLSR 프로토콜은 테이블 기반의 사전적 라우팅 

프로토콜[12]로 모든 이동 노드가 네트워크상의 모

든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다. OLSR은 계층적이지 

않은 MANET의 구성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MANET 구조에 홉에 기반한 계층을 둠으로

써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OLSR는 선택된 노드인 MPR(Multi

Point Relay)만 제어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할 수 있

다. 종단 간 이동노드의 메시지 송수신을 위한 경로 

검색에도 MPR이 사용된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

은 이웃 노드들과 주기적으로 Hello 메시지를 교환하

고 이 메시지를 통해 각 노드들은 MPR set을 구성한

다. 이때 Hello 메시지에는 해당노드가 도달 가능한 

이웃 노드들의 정보가 포함된다.

MPR set 구성을 통해 MPR set이 완성되면 이들 

사이에서만 Topology Control(TC) 메시지가 전달되

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들은 플러딩

(Flooding)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토플로

지 정보를 알 수 있고, 동시에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

이트할 수 있다.

FANET에서는 빠르고 불규칙한 UAV의 움직임

으로 인해 FANET의 토플로지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각 노드는 반드시 자신들의 라우팅 테이블

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반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빠른 FANET의 토플로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드의 움직임 방향과 속력을 이용

하여 UAV 간 링크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OLSR-

Pds를 제안하였다. OLSR-Pds는 식(1)∼(2)까지의 

가우스-마코프 모델을 이용하여 FANET 노드의 움

직임을 모델링한다. 모델링된 움직임은 각 노드의 방

향성을 포함하는 속도 벡터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노드 사이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식 (7)을 

생성할 수 있다. 노드 사이의 상대 속도가 구해지고 

각 노드의 전송 범위가 주어지면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의 전송 범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식(9)를 도출할 수 있고 여기에 홉 수를 포함하

여 포워딩을 결정하는 식 (10)을 구성할 수 있다.

OLSR과 같은 사전적인 프로토콜은 FANET의 노드

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OLSR 표준에서 설정한 

Hello 주기를 기다리면 토플로지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UAV가 전송 범위를 벗어나는지 예측

하고 이를 다음 홉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노드 와 사이의 예측된 거리 는 식 (2)를 활용

하여 식 (1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7].

         ,         ,

         

         
   

 
 (11)

와 은 특정 시점을 의미한다. 식 (11)을 이용하

여 노드 가 노드 의 통신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 f  ≥ 

 i f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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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OLSR-Pds의 동작 알고리즘

노드의 이동 방향과 속력에 기반하여 링크 상태를 

계산하고 노드의 통신 유지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때 노드의 실제 좌표와 속력은 OLSR 표준 

Hello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달된다. OLSR의 표준 

Hello 메시지의 처음 8바이트는 노드 자체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들 중에 예약된 

필드지만 사용되지 않는 3바이트가 존재한다. 이들

은 0으로 채워져 있고 OLSR 데몬(Deamon)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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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다. 이들 필드 일부를 이용하고 노드의 

속도와 , ,  좌표 및 홉 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Hello 메시지를 변경하고 추가하여 사용한다. 노드의 

실제 좌표와 속력은 UAV에 탑재되어 있는 GPS 정

보를 이용하여 획득한다. 이를 토대로 1차로 구성된 

라우팅 테이블에 링크 상태를 추가하면서 통신이 불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드들은 라우팅 테이블에

서 제거하고 가능한 안정적인 경로로만 실제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하게 된다. 토플로지에 변화가 발생하

면 TC 메시지를 이용하여 토플로지 변경을 알리고 

링크 상태를 계산하는 단계부터 데이터 패킷을 포워

딩하는 단계까지를 반복 수행한다.

Fig. 1 Process of OLSR-Pds routing.

Fig. 1은 왼쪽 하단의 UAV-S를 출처 노드로 가정

하고 OLSR-Pds가 동작하였을 때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 원은 UAV의 통신 범위이며 가운데 실

선 원이 UAV 노드이다.[14] MPR set이 구성될 때 

UAV 1-1은 포함되지 않는데 UAV 1-2가 2-홉 노드

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UAV-S의 MPR

set 구성 테이블을 보면 좌표 값과 TDMR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좌표는 UAV에 탑재된 GPS로부터 수신

하며, TDMR은 예시 값이다. 여기서 UAV 1-2 보다 

UAV 1-3의 TDMR 값이 작은 것은 굵은 2개의(청

색) 화살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

4.1 실험 환경

이 논문에서는 실제 UAV 또는 드론을 이용하지 

않았고 ns-3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한 UAV는 로터리 블레이드(Rotary

Blade: 헬리콥터 형태)를 가정하였고 이에 따른 이동

성을 가진다. 가우스-마코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만든 이동 모델은 C++로 구현하였고 ns-3 시뮬레이

터의 내의 속도 지원 클래스와 직접 연동된다. 실험

은 AODV[13], OLSR[12], 그리고 OLSR-Pds를 대

상 프로토콜로 하여 비교하였고 측정 인자는 네트워

크 성능 측정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패킷 전송률, 종

단 간 지연, 그리고 라우팅 오버헤드이다. 이들을 각

각 다른 UAV 이동 속도에서 비교하였으며, 속도는 

5m/s∼ 50m/s로 하였다.

OLSR와 OLSR-Pds의 Hello 주기는 공정한 비교

를 위해 1초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식 (10)의 과 

는 각각 0.9와 0.1로 설정하여 홉 수는 거의 고려하

지 않는 형태로 실험하였다. 고속 이동을 하는 FANET

에서 홉 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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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AODV, OLSR, 그리고 OLSR-

Pds 프로토콜에 대해 노드의 속도를 5∼ 50 (m/s)으

로 증가시키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드의 속도가 느릴 때는 세 

종류의 프로토콜이 유사한 패킷 전송률을 보인다. 반

응적 프로토콜인 AODV의 경우 노드의 속도가 25m/

s 까지는 라우팅 경로의 설정과 제어 패킷의 수가 

늘어나서 전송률이 하락하다가 25∼35m/s 구간에서

는 전송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노드 속도가 더 증가

하면 경로 단절이 발생하고 경로 재구성과 제어 패킷

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송률이 하락한다. OLSR의 경

우에는 사전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노드의 속도

가 15m/s까지는 전송률이 높다. 노드 속도가 점차 

증가하여 20m/s에 도달하면 경로 단절이 발생한 후

에 TC 메시지를 발송하여 토플로지 변경을 알리고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기 때문에 패킷 전송률은 노

드 속도의 증가와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논문에서 제안한 OLSR-Pds는 경로가 단절되기 

이전에 링크의 상태를 계산하고 미리 TC 메시지를 

발송한다. 따라서 AODV에 비해서는 전송 경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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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알고 있고 OLSR에 비해서는 경로 단절 이

전에 TC 메시지를 발송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

하기 때문에 전송률이 높게 나타난다.

Fig. 2. Transmission rate with respect to node speed.

4.2.2 종단 간 전송 지연 

종단 간 전송 지연은 소스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

지 패킷을 전달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종

단 간 전송지연은 토플로지의 변화가 심하고 경로 

재구성이 증가할 때 길어진다. 세 프로토콜에 대한 

종단 간 전송 지연 결과는 Fig. 3에 나타나 있다. 특정 

노드가 패킷을 전송하려고 할 때 반응적 프로토콜인 

AODV는 경로 탐색 절차가 발생하며 FANET을 구

성하는 노드인 UAV가 이동하게 되면 경로 재구성 

절차도 발생함으로 AODV는 초기부터 전송 지연이 

다소 높고 노드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송 지연도 

함께 높아진다. OLSR의 경우 사전적 라우팅을 하므

로 노드의 속도가 느린 경우 전송 지연이 매우 낮다.

노드 속도가 15m/s 일 때까지는 전송 지연이 낮지만 

노드 속도가 20m/s 이상으로 빨라질 경우 급격한 전

송 지연 증가를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OLSR-

Pds의 경우는 링크 상태를 미리 예측하여 TC 메시지

를 발송하고 노드의 움직임에 맞추어 라우팅 테이블

을 갱신하므로 Fig.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송 

지연이 가장 낮다.

AODV 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이유는 OLSR-Pds

가 사전적인 프로토콜의 특징인 목적지까지의 경로

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이며, 노드 위치 변동을 위해 

GPS 정보까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4.2.3 라우팅 오버헤드 

라우팅 오버헤드는 (총 라우팅 제어 패킷 / 데이터 

패킷 + 총 라우팅 제어 패킷)으로 정의된다. Fig. 4는 

세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라우팅 오버헤드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ODV의 경우 반응적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를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FANET에 대한 토플로지 구성을 위해서 노드의 이

동 속도와는 무관하게 전송 경로가 요청될 때마다 

경로 탐색을 위한 제어 패킷이 요구된다. 노드의 속

도가 증가해서 20m/s이 될 때까지 라우팅 오버헤드

는 유사한 수준에서 약간 감소한다. 즉, 노드의 속도

가 크게 빠르지 않으면서 토플로지 변화가 빈번할 

때는 AODV가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

도가 20m/s 이상이 될 때부터 빈번한 경로 탐색과 

재설정으로 인해 노드의 속도가 50m/s 일 때는 라우

팅 오버헤드가 54% 까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OLSR의 경우 라우팅 오버헤드가 항상 일정한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제 패킷 전송이 이루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험에서 노드의 속도와 상관없이 

Hello 주기를 1초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링크 단절

이 발견되고 TC 메시지가 발송된 후 다시 이웃 노드

를 찾으면 노드의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미 이동 

후의 노드를 이웃 노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플

로지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즉 일정한 라우팅 오버

헤드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킷 전송률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다. OLSR-Pds의 경우는 노드의 속도가 

느린 5∼25m/s까지 라우팅 오버헤드가 높다. 1차 라

우팅 테이블 구성 후에 GPS 정보와 홉 수 등을 수렴

하여 링크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항상 30% 이상의 오버헤드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드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여도 라우팅 오버

헤드의 증가 폭이 높지 않음을 Fig. 4에서 확인할 수 Fig. 3 End-to-End Delay with respect to node speed.



1835FANET에서 UAV간 링크 상태 예측에 기반한 라우팅 기법

있다. 사전적인 프로토콜의 특징과 링크 상태를 평가

하고 단절을 미리 예측한 후 TC 메시지를 발송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하기 때문에 노드 속도가 증가

해도 TC 메시지가 일부 증가한다. 따라서 AODV 보

다 라우팅 오버헤드의 측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

다.

Fig. 4 Routing Overhead with respect to node speed.

세 종류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OLSR-

Pds는 사전적 라우팅과 반응적 라우팅의 특징을 모

두 이용하여 AODV와 OLSR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다만 FANET을 이루는 UAV의 GPS 정보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해야하기 때문에 컴퓨팅 시간과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는 다른 두 프로토콜에 비해 성능이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FANET용 라우팅 프로토

콜 연구 동향에 맞추어서 OLSR을 기반으로 하면서 

반응적 프로토콜의 특징을 가지는 OLSR-Pds를 제

안하였다.

OLSR-Pds는 표준 OLSR 프로토콜의 동작을 통

해 이웃 노드의 정보를 획득하는 OLSR 기반의 프로

토콜이다. 여기에 가우스-마코프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노드의 이동성을 모델링하고 도출된 이동식을 통

해 노드 간의 상대 속도를 구한다. 그리고 상대 속도

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노드가 다른 노드의 통신 

범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즉, 노드 간의 링크 상태를 미리 예측하여 

TC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서 라우팅 테이블이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FANET의 

빠른 토플로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OLSR-Pds를 반응적 프로토콜인 AODV

와 사전적 프로토콜인 OLSR에 대해 패킷 전송률,

종단 간 전송 지연, 그리고 라우팅 오버헤드에 대해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노드인 UAV의 속도를 5∼

50 m/s까지 증가시키면서 실험한 결과 세 가지 인자

에 대해 OLSR-Pds가 다른 두 프로토콜보다 우수함

을 확인하였다. 단 링크 상태 계산과 예측을 위해 컴

퓨팅 자원 및 GPS의 정보가 요구된다는 점과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제안 프로토콜의 단점이다.

그러나 OLSR-Pds는 사전적 프로토콜 및 반응적 프

로토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노드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FANET에 적용할 경우 적절한 라우팅 프

로토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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