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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문서는 기존의 NS-2 (ver 2.30) simulator의 SCTP를 확장하여 add ip, delete ip, primary
change asconf를 추가하여 mSCTP의 simulation이 가능하도록 patch 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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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TR은 기존의 NS-2 network simulator에 ADD IP ASCONF, DELETE IP ASCONF, PRIMARY
CHANGE ASCONF를 추가하여 mSCTP의 simulation이 가능하게 하는 patch guide이다. 본
TR에서 설명하는 patch는 ns-2.30에서만 정상 동작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다른 version의
ns-2에서는 정상 동작을 보장 할 수 없다. 아울러 본 patch는 경북대학교 통신프로토콜 연
구실 석사 과정 주수경(2008년 2월 26일 졸업)이 mSCTP의 simulation을 위해 기존의
sctp.cc, sctp.h를 수정한 것을 asconf.cc, asconf.h로 따로 추려낸 것임을 미리 밝힌다.

2.

Patch

이번 장에서는 본 patch가 포함하는 내용과 patch과정을 설명하겠다.

2.1

Patch에 대한 설명

본 patch는 mSCTP의 simulation을 위해 ADD IP ASCONF, DELETE IP ASCONF, PRIMARY
CHANGE ASCONF를 추가하며 이를 위해 asconf.cc와 asconf.h를 작성하였다. 이 두 file을
allinone에 추가하기 위해 Makefile.in과 makefile.vc에 asconf.o도 compile에 포함되도록 하
였다.

그리고

sctp.h의

enum

type인

SctpChunkType_E에

SCTP_CHUNK_ASCONF와

SCTP_CHUNK_ASCONF_ACK를 추가해 주었다. 끝으로 정상적인 Patch를 확인하기 위해
mSCTP를 simulation한 TCL 예제 file을 추가해 주었다.

2.2

Patch 과정

우선 http://www.isi.edu/nsnam/dist/ 에서 ns-allinone-2.30을 다운 받는다. 원하는 디렉토리
에 압축을 풀고 필자가 배포한 ns-2.30-asconf.patch file을 ns-allinone-2.30 디렉토리에 복사
한다. 그리고 ns-allinone-2.30 디렉토리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

patch –p1 < ./ns-2.30-asconf.patch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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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메시지 없이 위 과정을 완료하면 patch가 완료된 것이다.
끝으로 bashrc나 bash_profile에 ns-allinone-2.30/bin/을 path설정 해주면 어느 경로에서든
ns를 사용할 수 있어 작업이 용이해진다.

3.

예제 TCL TEST

Patch가 완료되면 /ns-allinone-2.30/ns-2.30/tcl/test/에 msctp_test.tcl파일이 생성된다.
ns msctp_test.tcl
위와 같이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tcl이 수행되면 성공적으로 patch가 완료된 것이다.

<TCL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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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금까지 ns-2.30에 mSCTP를 위한 patch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
명하였다. 향후 ns-allinone담당자와 연락하여 구현한 mSCTP를 allinone에 추가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본 patch가 allinone에 추가 된다면 별도의 patch과정 없이 mSCTP를
simulation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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