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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대역폭, QoS, 배터리 파워와 같은 제약성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효율적이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DSR 기반의 대규모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이동 노드들의 이동, 파워오프, 고장등으로 인한 경로 단절이 발생되었을 경우 경
로 단절 상위 노드와 경로 단절 상위 노드로부터 홉 수가 2 이내인 이웃 노드들의 라우팅 캐쉬를 
이용한다. 또한 단대 단의 대역폭 정보와 주변 이웃 노드들 간의 대역폭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빠른 
경로 재설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유선 네트워

크가 가지고 있던 공간의 제약성을 뛰어넘는 아주 매
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선 이동 네트워크는 기
존의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기지국을 이용하

는 방법, 특수한 환경에서 기지국과 같은 고정장치나 
중앙 집중식 장치의 통제 없이 일시적인 통신망이 형
성되는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 그리

고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한 Hybrid 무선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1-3].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서

는 저 대역폭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느린 전송속도, 잦
은 오류로 인한 낮은 전송 품질, 그리고 배터리를 이
용하기 때문에 저전력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약 조건

이 있다. 또한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 특성상 노드들

의 이동성 때문에 노드들 간의 잦은 링크 단절이 발
생된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동 
노드들간의 효율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DSR 기반의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이동 노드들의 이동, 파워오프, 고장등으로 인한 경로 
단절이 발생되었을 경우 경로 단절 상위 노드와 경로 

단절 상위 노드로부터 홉 수가 2 이내인 이웃 노드들

의 라우팅 캐쉬를 이용한다. 또한 단대 단의 대역폭 
정보와 주변 이웃 노드들 간의 대역폭 정보를 이용함

으로써 빠른 경로 재설정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 장에서는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분류와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

에서 지역 경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AODV 와 DSR 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  

Ad Hoc Routing Protocols 
Proactive 

(Table driven) 
Reactive 

(On-demand) Hybrid 

DSDV(CGSR)[4]
OLSR[5] 

TBRFP[6] 

AODV[7] 
DSR[8] 

TORA[9] 
ZR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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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방식은 모든 이동 노드들이 데이터를 전

송하기 전에 소스와 목적지간의 전체 경로 정보를 알
기 위해 주기적으로 서로의 경로 정보를 방송해야 한
다. 각 노드들이 경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

터 전송을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

여 바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이 경로를 유지

하기 위해 노드들간의 주기적인 정보 교환은 네트워

크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Reactive 방식은 
Proactive 방식과 달리 소스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경
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

고자 할 때 경로 발견(Route Discovery)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전송한다. 노드들의 위치 변화가 심한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는 Proactive 방식보다는 Reactive 
방식이 더 적합하다[11].  

 
2.2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지역 경로 복구  

On-demand 프로토콜은 초기에 경로를 설정하거나 
경로가 단절된 경우에 대해서만 새로운 경로 설정이 
필요하다. On-demand 프로토콜은 경로를 발견하기 위
해서는 플러딩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경로 설
정 오버헤드와 트래픽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  

좀 더 효율적인 경로 복구와 에러 복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On-demand 라우팅에서 플러딩 문제점을 해
결하는 몇몇 프로토콜이 있다. 이러한 지역 경로 복구 
프로토콜은 다음 세가지 클래스로 분류된다[12]. 첫째, 
제한된 방송 - 경로 발견은 중간 노드에 의해서 초기

화된다. 방송 범위는 제한되고 전체 네트워크로 플러

드되지 않는다. 둘째, 다중경로 라우팅 - 다중경로는 
발견되고 단일 경로 발견은 캐쉬된다. 마지막으로 지
역 에러 복구 - 경로 에러는 송신자에서 단대단 에러 
복구에 의존하지 않고 중간 노드가 조정한다.  

분산된 salvaging 알고리즘[8]을 사용하는 
CHAMP(Cashing and Multipath)[13]와 같이 최근에 제안

된 프로토콜은 모든 노드들은 패킷을 전달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캐쉬 메모리에 저장한다. 노드가 경로 에
러를 수신하고, 잘못된 패킷이 여전히 패킷 캐쉬에 남
아 있다면, 노드는 경로 캐쉬로부터 대체 경로를 이용

하여 패킷을 salvage 한다. 그러므로 지역 경로 복구는 
전달 노드에서 추가적인 저장 오버헤드를 통해 구현

된다.  
각 노드는 버퍼를 가지고 있다. 버퍼의 크기가 작

다하더라도 전달되는 데이터 패킷을 캐쉬한다면 버퍼

에 패킷이 남아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지역 경로 복
구를 포함한 라우팅 알고리즘은 링크 혹은 노드의 경
로 단절에 대한 효율적인 경로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12]. 첫째, 가능할 때 캐쉬화

된 경로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둘째, 캐쉬화된 경로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역 경로 복구를 이용하여 복구한

다. 셋째, 효율적으로 대역폭을 활용한다. 노드간 링크 
오류 시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AODV 와 DSR
에 대해서 각각 설명한다.  
 

2.3 AODV에서의 지역 경로 복구(Local Repair)  

AODV 에서는 노드의 이동이나 다운으로 인한 링크

의 단절을 알아내기 위해 노드들간에 주기적인 헬로

우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헬로우 메시지는 노드들간

에 주기적으로 제한된 무선 대역폭으로 주고 받기 때
문에 헬로우 메시지를 송신한 노드의 이웃 노드가 메
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ODV 에서는 허용 횟수

(ALLOWED_HELLO)를 두고 있는데, 일정한 시간

(ALLOWED_HELLO * HELLO_INTERVAL) 동안 헬로

우 메시지를 포함한 어떠한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헬로우 메시지를 송신한 노드는 이웃한 노드

를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INVALID 로 갱신하고 
지역 경로 복구 절차를 실행한다.  

링크 단절을 발견한 상위 노드(upstream node)는 다
음 두 가지 중 한가지 방식으로 지역 경로 복구를 실
행한다. 첫째, 링크 단절이 목적 노드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면, 지역 경로 복구를 통해 경로를 복구한다. 
이때 지역 경로 복구가 가능한 범위는 경로 단절이 
발생한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의 홉수가 
MAX_REPAIR_TTL 보다 작은 범위이다. 둘째, 경로 
단절이 MAX_REPAIR_TTL 보다 먼 곳에서 생겼을 때 
사용한다. 경로단절을 발견한 노드는 RERR 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스 노드에게 경로 단절을 알리고 RERR 
메시지가 경유하는 중가 노드들에겐느 목적 노드까지 
생성된 라우팅 엔트리를 삭제하도록 하고, 소스 노드

는 새롭게 경로 탐색(Route Discovery) 과정을 시작하

게 한다.  
 

2.4 DSR에서의 지역 경로 복구 

DSR 은 경로 상의 링크 에러가 발생시 RERR 메시

지를 생성하여 소스 노드로 전달한다. RERR 을 수신

한 노드는 자신의 라우팅 캐쉬에서 해당 오류 발생 
링크 정보를 삭제하며, 다른 대체 경로가 존재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달을 계속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RERR 메시지를 소스 노드로 전달한다.  

DSR 은 패킷을 전송하는 도중에 링크 에러가 발생

하면 에러가 발생된 상위 노드에서 패킷을 salvage 하

려 한다.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패킷 전송 중 링
크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한 상위 노드의 라우

팅 캐쉬에 대체 경로가 없는 경우 DSR 은 RERR 을 
소스 노드로 전송한다.  

 
3. 라우팅 캐쉬 테이블과 지역 경로 복구를 이용한 경

로 복구  

3.1 이웃 노드의 라우팅 캐쉬 정보와 지역 경로 복구를 이용

한 경로 복구 과정  

DSR 은 경로 단절이 발생하면 단절이 발생한 상위 
노드에서 패킷을 salvage 하려 한다. DSR 은 단절이 발
생한 상위 노드의 라우팅 캐쉬 테이블에 대체 경로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없는 경우 RERR 메시지를 생성

하여 소스 노드로 전달한다. RERR 을 수신한 노드는 
자신의 라우팅 캐쉬에서 해당 오류 발생 링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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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며, 다른 대체 경로가 존재할 경우 이를 이용하

여 데이터 전달을 계속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RERR 
메시지를 소스 노드로 전달한다[8]. 본 논문에서는 라
우팅 캐쉬 테이블에서 대체 경로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선 RERR 메시지를 소스 노드로 전달하지 않고, 
확장 링 검색 방법(Expanded Ring Search)[8]을 이용하

여 이웃 노드들의 라우팅 캐쉬 정보를 검색한다.  
AODV 는 지역 경로 복구시 지역 경로 복구가 가능

한 범위를 MAX_REPAIR_TTL(=10)보다 작은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즉, MAX_REPAIR_TTL 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경로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주위의 이웃 노드

들에게 RREQ 메시지를 플러딩한다. 그러나 플러딩은 
단순함과 신뢰성으로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데
이터 제어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지만 많
은 패킷을 발생시킴으로써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

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14,15]에서는 플러딩으로 인
해 발생되는 중복된 패킷을 줄이고자 휴리스틱 방법

들을 제안하고 있다. Multipoint Relaying[15] 방법은 휴
리스틱 방법 중의 하나로 2 홉 주위 정보만을 이용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네트워크의 과부하 방지와 
효율성을 위해 경로 단절시 경로 단절을 발견한 상위 
노드는 자신으로부터 최대 2 홉까지의 이웃 노드들에

게 확장 링 검색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에서 S 에서 D 로 경로 탐색 

후 D 가 S 로 RREP 메시지를 전송할 때, 단대단 대역

폭을 계산하여 전송한다[16]. 또한 각 노드들은 주기

적으로 비콘을 발생시켜 노드간 대역폭을 갱신하고 
대체 경로 선택 시 선택 기준 요소로 사용한다. 대역

폭을 계산하는 이유는 경로가 단절 되었을 경우 이웃

하는 노드들에게 각 노드들의 라우팅 캐쉬 정보를 요
청한다. 노드들로부터 두 개 이상의 대체 경로 정보가 
도착하였을 경우 대역폭은 경로 선택을 하기 위한 요
소로 사용된다.  

 

 
[그림 1] 지역 경로 복구의 범위 

 
그림 1 은 S 에서 D 로 N1, N2, N3, N4, N5, N6, N7 을 

경유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도중 N3 와 N4 사이에서 
경로가 단절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N3 은 이웃노드

들에게 하위 노드(down stream node) 즉, 그림 1 에서 
N3->N4->N5->N6->N7->D 정보를 포함하여 플러딩한

다. 이때, N3 은 우선 이웃노드들에 대해서 홉을 1 로 
해서 플러딩한다. RREP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면, 홉 

수를 하나 증가시켜서 플러딩한다. 즉, 확장 링 검색

을 한다. 확장 링 검색을 위한 홉 수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네트워크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2 까지 실행

한 후 일정시간동안 응답이 없으면 RERR 메시지를 
이용하여 패킷을 D 로 전송할 수 없음을 알리고, S 는 
새로운 경로 탐색을 한다.  

이웃노드들이 N4, N5, N6, N7, D 각각에 대한 정보를 
알려온다. N3 은 가능한한 D 에게서 가장 가까운 정보

를 보내온 노드를 대체 경로로 선택한다. 대체 경로를 
찾은 N3 은 자신의 라우팅 캐쉬 테이블에 새로운 대
체 경로 정보를 갱신한다. N3 로 대체 경로 정보를 송
신하는 노드들은 새로운 경로에 대한 대역폭 정보를 
포함해서 전송한다. N3 가 대체 경로 정보를 둘 이상 
수신한다면 해당 경로들 중에서 대역폭이 우수한 경
로를 선택한다. N3 은 S 로 새로운 경로를 RERR 메시

지를 통해 보고한다. N3 은 S 로부터 패킷을 더 이상 
수신받지 못할 때까지 패킷을 전달(forwarding)한다.  

N3 로부터 RERR 메시지를 수신한 S 는 자신의 라
우팅 캐쉬 테이블을 갱신하고 이보다 나은 경로가 있
다면 새로운 경로로 패킷을 송신하고, 그렇지 않다면 
N3 가 보고한 RERR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경로로 계
속해서 패킷을 송신한다.  
 

3.2 알고리즘  

그림 2 는 3.1 절에서 제안한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변환한 것이다.  

 
1.   Procedure FindAlterRoute_Process() 

2.   { // ARP is the Select Alternative Route Path 

toward the destination node 

3.    // finding the Alternative Route Path in the 

routing cache table 

4.   sARP = rt_cache_table_find(sndDtPkt->

dest_addr); 

5.   if (sARP is exist in the routing cache table) { 

6.       rt_cache_table_delete(rerr->errSrcAddr, 

rerr->errDstAddr); 

7.   // remove the error link from routing cache table

8.       return(sARP,null); 

9.   }  

10.  // An Alternative Route Path is not exist toward 

the destination node in this node 

11.  else { 

12.      for(i=1; i<3; ++i) { 

13.         sndFldRREQ(ALL,this,i); 

14.         while(i_hop_RTT)  // Timer 

15.             ARP[] = rcvRREQ(); 

16.         if(ARP is exist that it want to) { 

17.             sARP = Select(ARP[]); // select 

18.             rt_cache_table_delete(r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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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SrcAddr,rerr->errDstAddr); 

19.         sndRERR(source,this); 

20.         return(sARP); // find the Alternative Path

21.         } 

22.      } 

23.  rt_cache_table_delete(rerr->errSrcAddr, rerr->

errDstAddr); 

24. // remove the error link in the routing cache table

25.      return(source,RERR); 

26.   } 

27. } 

[그림 2] 경로 단절이 발생한 상위노드에서 처리 

알고리즘  
 
알고리즘에서 라인 4-10 까지는 경로가 단절된 상위 

노드의 라우팅 캐쉬 테이블에서 대체 경로를 발견한 
경우를 처리하는 루틴이다. 이 경우 자신의 라우팅 캐
쉬 테이블에서 목적지로의 정보를 찾게 된다면 그 정
보를 이용한 대체 경로를 통해 목적지로 패킷을 전송

한다. 라인 12 부터 23 까지는 경로 단절 상위 노드에

서 홉의 수를 1 부터 2 까지 증가시키며 확장 링 검색

을 하는 루틴이다. 15 번 라인은 이웃 노드들로부터 2
개 이상의 경로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17 번 라인은 여러개의 경로 정보들부터 하나의 경로

를 선택하는 함수이다. 이때 기준은 대역폭이 된다. 
나머지는 소스에게 경로 절단 사실과 새로운 경로 정
보를 전송함으로써 소스가 새로운 경로 정보를 이용

하여 대체 경로로 패킷을 전송할 지 아니면 경로 단
절 상위 노드가 보내온 정보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패
킷을 전송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23 번부터 25 번가지의 라인은 경로 단절 상위 노드가 
대체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소스 노드에게 
RERR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소스 노드가 새로운 대
체 경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루틴이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기존의 DSR 에서 링크 에러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은 소스로부터 목적지

까지 패킷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차지한다. 
DSR 은 패킷을 전송하는 도중에 링크 에러가 발생하

면 에러가 발생된 상위 노드에서 패킷을 salvage 하려 
한다.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패킷 전송 중 링크 
에러가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한 상위 노드의 라우팅 
캐쉬에 대체 경로가 없는 경우 DSR 은 RERR 을 소스 
노드로 전송한다. 또한 AODV 는 경로 단절이 발생한 
상위 노드로부터 최대 10 홉까지의 플러딩을 통해 대
체 경로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경로 
단절이 발생하였을 때, 경로 단절이 발생한 상위 노드

의 라우팅 캐쉬로부터 대체 경로 정보를 찾도록 하였

다. 원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홉의 수를 최대 2 로 하
는 확장 링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여 네트워크에 주는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대 단 대역폭 계

산과 이웃 노드들간의 대역폭 정보 교류를 통해 이웃 
노드가 경로 단절 상위 노드로 다수의 대체 경로 정
보를 전송해 오는 경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는 기준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추후 연구과제는 ns-2[14]와 같은 네트워크 시뮬레

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과 실험 조건을 통
해 정확한 결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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