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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네트워크 동향 및 메쉬 네트워크 오픈소스
김준호, 이성원 (경희대) / FIF Te stb e d WG

한국에서 메쉬 네트워크, 애드혹 네트워크를 직접 사용해 본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처럼 인터넷 보
급이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메쉬 네트워크가 생소하지만 한국을 떠나면 상황이 변한다. 스페인, 그
리스, 포르투칼 등 많은 나라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매우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에 10개가
넘는 메쉬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5만개가 넘는 메쉬 노드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드들
위에서

BATMAN과

OLSR,

BABEL과

같은

메쉬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을

직접

구현한

batman-adv와 olsrd, bmx6와 같은 오픈소스가 동작하고 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BATMAN과 batman-adv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더불어 batman-adv와
함께 메쉬 네트워크를 시각화 및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GOTHAM과 메쉬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
는 TOX applica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BATMAN(Better Approach To Mobile Ad hoc Network)
는 전체 노드가 모든 라우팅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각 노드는 노드 사이의 가장 좋은 링크 정보만
을 기억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라우팅 시 해당 Originator에 따라 가장 좋은 쪽으로만 패킷을 보낸
다. 이러한 노드 정보를 얻기 위해 BATMAN은 특별한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OGM(OriGinator
Message)이라 부른다. 모든 노드는 OGM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주위노드들로부터 OGM을 받으면 자
기 노드의 주소를 추가 후 다시 브로드캐스트한다. 이렇게 모든 노드들이 서로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
면서 링크상태를 나타내는 TQ(Transmission Quality)를 계산한다.
batman-adv는 BATMAN 라우팅 프로토콜을 직접 구현한 오픈소스이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하
여 현재는 Layer 2에서 동작하고, 리눅스 커널 모듈로 개발 되었고 계속해서 개발 중이다. 사용자는
리눅스 커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따로 설치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 Bridge Loop
Avoidance, Gateway(인터넷 연결 및 대역폭 조절 등), Network Coding, AP isolation과 같은 많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림1] GOTHAM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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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HAM(Gathering Of Treating Humble Ad hoc Map)은 초기에 batman-adv를 사용하는 메쉬
노드들의 토폴로지를 시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픈소스이다. 하지만 현재는 기능이 추가되어 총 3가
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⓵메쉬 네트워크 자동 구축[GOTHAM-setting] ⓶네트워크 관리(플로
우 제어, 네트워크 정보 관리 등)[GOTHAM-main] ⓷네트워크 토폴로지 시각화[GOTHAM-GUI]이다.
GOTHAM은 메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메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 GOTHAM의 목적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좀 더 편하게 네트워크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 그림과 같이 GOTHAM-setting모듈이
Bluetooth Beacon을 통해 주위에 메쉬 네트워크가 있는지 파악한다. 주위에 메쉬 네트워크가 존재하
면 그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고 없으면 스스로 새로운 메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GOTHAM-setting모듈이

IMDG(In-Memory

Data

Grid)를

지원하는

Hazelcast를

접목한

GOTHAM-main을 동작시킨다. GOTHAM-main모듈은 실시간으로 모든 노드 주변의 가장 좋은 링크
정보를 갱신한다. 더불어 GOTHAM-main모듈이 OVS(Open Virtual Switch)에 직접 플로우 명령을
주어 네트워크의 플로우를 제어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Web-GUI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시각화를 요
청하고 GOTHAM-GUI는 GOTAHM-main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와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된다.
TOX는 중앙 서버가 없는 P2P 방식의 오픈소스 메신저로서 ID만으로 사용자들끼리 연결을 한다. 간
단한 메시지를 포함하여, 파일, 소리, 실시간 영상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오픈소스이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Windows, Mac OS, GNU/Linux, Android, iOS등 다양한 O/S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
앙 서버가 없이 P2P로 동작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고, Torrent-style DHT(Distributed Hash
Table)를 사용해 ID만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는 않은 Local Network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물론 Public Network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GOTHAM과 TOX는 모두 중앙 서버가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완전 분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메쉬
네트워크에 적절하다. 또한 간편하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통신을 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꽤 유
용한 프로그램이다. Raspberry Pi와 같은 간단한 컴퓨터에 Linux가 설치되어 있다면 GOTHAM을 실
행시키고 몇 초 뒤 TOX를 실행시킨다면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세팅을 해주지 않아도 메쉬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구축된 메쉬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볼 수 있으며, 그 위해서 원하는 방식의 통신을 할 수
있다.
현재 메쉬 네트워크는 인터넷 불모지를 없애기 위해 연구의 단계를 지나 현실세계에 깊숙이 들어오
고 있다. 다시 말해 메쉬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오픈소스들이 많
아지고 있고, 실제로 동작하는 S/W가 많아지고 있다. 외국과 달리 인터넷 보급이 잘되어 있는 한국에
서도 단기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통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육을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
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메쉬 네트워크의 활용도는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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