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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overlay multicast routing protocol (ROMP) and its architecture. ROMP using 
GPS and region map stands on the basis of scalable 2-tiered multicast architecture and maintains a global overlay 
multicast tree through reactive fashion. With this approach, the coarse-grain location-awareness for an efficient 
overlay multicasting and the determination of hot-spot area for efficient data delivery are feasible.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localized control packets of ROMP prevent the overlay control packets from squandering the 
physical network resources. 

 

1. INTRODUCTION 

Even though MANET has another difficulty of dynamic 
network topology which results from infrastructure-less 
network with mobile nodes, the multicast-based group 
communication is much required in the MANET application 
domains. For instance, in battle field or disaster area the 
multicast communication is required more than peer-to-peer 
one. To accomplish multicasting in MANET with subjugation 
of the difficulty, various approaches are attempted. Recently, 
constrained-state and application-layer multicasting overlay 
multicasting has been focused among those criteria. 

Fig. 1 shows the properties of overlay multicasting. The 
edges on the virtual plane are the routing paths created by the 
unicast routing protocol running on the physical plane. The 
overlay multicast monitors only group dynamics, while the 
underlying unicast protocols track network dynamics, 
resulting in more stable protocol operation and low control 
overhead even in a highly dynamic environment. Besides, the 
overlay multicast tree simplifies the Steiner tree problem on 
the physical plane to the MST (minimum spanning tree) 
problem on the virtual plane, and although not as efficient as 
an IP-based multicast, an overlay multicast is flexible and 

easy to implement [4]. 
 

Physical Plane

Virtual Plane

 
(Fig. 1) Overlay Multicasting 

Fig. 1 also shows the defects of the overlay multicast. 
Physical nodes’ moving cannot be affected by the overlay 
multicast tree because there is no multicast event such as a 
join or leave. In this example in the right side of Fig. 1, the 
overlay multicast needs 2 more garbage links than the 
optimal multicast. A few overlay multicast protocols have 
tried to solve the overheads resulting from the mismatch 
between both planes. In LGT [3], all group members 
periodically report their geographic information to the 
multicast source, and the source reconstructs the overlay tree. 
In PAST-DM[5], each multicast group node periodically 
exchanges the weighted link state information for multicast 
groups, and finally the source obtains the overall topolog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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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rtual overlay plane. In APPMUL-TICAST[6], each 
multicast group node learns partial network topology by 
periodic (every tpoll time) poll messages which include the 
information of nodes through which the poll packet has 
traveled, and every server periodically computes (every tserver 
time) the overlay tree. The proposed schemes are focused on 
proactive fashion with periodic ex-change or pol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ROMP (Region-based Overlay 
Multicast routing Protocol). ROMP is based on a 2-tiered 
overlay architecture and is inclined to reflect the physical 
topology onto the overlay multicast tree with the reactive 
fashion. This paper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architecture of ROMP, in chapter 3 detailed operation of 
ROMP such as join and leave are described. In chapter 4, 
simulation results which are focused on packet delivery ratio 
and control overhead will be reported and chapter 5 
conclusion is presented. 

 
 

2. ARCHITECTURE 

The entire network is divided into smaller geographical 
regions, which is grid shape such as ZHLS[7] and GRID[8]. 
Each region has its own ID, region ID. Each node has 
equipped with GPS which it finds out the geographic position 
where it is. Also, each node has a region map and calculates 
its region ID by mapping its position to the region map. 
When any node detects the change of its region, i.e. it moves 
to another region, it is notified to ROMP so as to initiate the 
appropriate actions such as multicast leave from the previous 
region and multicast join to the new region. 

We assume that each node has a region broadcast 
capabilities. So, each nodes relays a region broadcast 
message if the region ID in the message is the same as its 
own region ID. Otherwise, a node discards a region broadcast 
message. The region broadcast is used in ROMP for initial 
multicast join request and data delivery in hot-spot areas. 

ROMP has two-tiered overlay multicast architecture. 
Group nodes in each region builds a local multicast tree 
(LMT), which is created by the local multicast routing 
protocol.  Since a multicast tree is a source-rooted multicast 
tree, there exists a local multicast source (LMS) for each 
region. LMT plane consist of LMTs and LMSs at each region. 
The global overlay multicast tree(GOMT) is an overlay 
multicast tree consist of LMSs. So, each region is represented 
by a node at GOMT. Although LMS can be changed by some 
multicast events such as LMS movement to another region, 
GOMT is kept without any tree reconstruction if any other 
multicast group node is left in that region. The source node 
becomes a root for GOMT, a global multicast source(GMS). 
GMS becomes the LMS for the region the GMS located at. 
Since two planes(LMT and GOMT) are independent, each 
LMT is constructed and maintained on LMT plane by itself. 
A LMS can choose broadcasting instead of multicasting for 
the local data delivery mechanism, in case the number of 
group nodes in a region is greater than a threshold, i.e. hot-
spot area. So, the local multicast routing protocol should be 
selec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s such as 
region size, expected number of nodes, node mobility, and so 
on. 

 
3. OPERATION 

ROMP is a receiver-initiated, tree-based, and constrained-
state multicast routing protocol. It makes and maintains 
GOMT on the higher layer of the two-tiered multicast 
architecture. Since we are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GOMT in this paper, the intra-region multicast protocol is not 
the scope of ROMP. But, some basic procedures which are 
introduced in this section should be supported by the intra-
region multicast routing protocols or underlying protocols. At 
last, ROMP consists of multicast join and leave procedures 
like other multicast routing protocols. 

 
Multicast Join Process 

Multicast join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steps: 
global and local joins. In Initial Process, when a multicast 
source(GMS) wants to generate a multicast tree, it broadcasts 
an advertisement message to the whole network with its 
physical location information and multicast group ID. All 
nodes in the network learn who is the GMS of the multicast 
group and store the information in its memory. In Global Join 
Process, If there are no answer for the local join request, the 
first requesting node becomes the LMS for the region, and 
then it sends a join request message to the GMS using unicast. 
When a GMS receives a join request message, it adds the 
request node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region, adds the 
region as the constituent node of GOMT, and recomputed the 
GOMT. Then, GMS reconstruct tree and distribute the 
updated tree information along the tree path. In Local Join 
Process, when a node initiates the region broadcast for 
joining to a multicast group and there is a join acceptance 
replied from LMS, the local join process is finished. If 
LGT[3] is used for intra-region multicast protocol, when an 
LMS receives a join request message from a node in the 
region as the region broadcast fashion, it replies to the 
requester with an acceptance, reconstructs LMT, and deploys 
the related partial tree information included at the header of 
data packets. 

 
Multicast Leave Process 

The leave event happens only when a node changes its 
region. So, we do not consider the group leave of the nodes. 
The leave process is different depending on which nodes 
leave the region. There are three types of nodes – a normal 
multicast group node, local multicast source (LMS), and 
global multicast source (GMS). After leaving the group for 
the previous region, nodes initiate a join procedure in the new 
region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subsection. When a 
normal multicast group node departs from a region, it detects 
its movement form the previous region to the new region. 
Then, the node reports its movement to the LMS of the 
previous region by a unicast with the leave message. The 
LMS that receives the leave message reconstructs the LMT. 
When a LMS leaves the region, two scenarios can be 
happened. The first scenario is that no multicast group node 
is left in the previous region. When the GMS receives the 
request, the GMS checks if the LMS is correct, reconstructs 
GOMT, and updates the tree information to member nodes. 
The second scenario is that other group members are left in 
the previous region. The LMS which moved to a neighbor 
region selects a node which will be the new LMS for that 
region and delivers the LMT information of the previous 
region to the new LMS by unicast. And, it reports its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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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MS with the LMS replacement message which includes 
the information of the new LMS. Then, the new LMS only 
constructs a new LMT according to the received LMT 
information. Then GMS sends a tree update message only to 
the related nodes with unicast. Because the movement of 
GMS changes the root node of the GOMT, it always requires 
the tree reconstruction. Remind that the GMS is also the 
LMS at the previous region. So, the leave process for the 
previous region is same as when the LMS leaves the region. 

 
 

4. PERFORMANCE 

We assume the local multicast routing protocol is LGT [3]. 
LGT is a small group multicast scheme based on packet 
encapsulation, and the region in ROMP is a small area and 
the number of group nodes in a region is expected to be small. 

Simulation is implemented within the Global Mobile 
Simulation (GloMoSim) library [10]. There are 16 regions or 
cells on 2K meter square MANET space. Each region size is 
500m by 500m. The detail simulation parameters are 
summarized on Table 1 . 

 
<Table 1> PARAMETERS FOR SIMULATION 

Parameters Value 
number of nodes 200 

transmission range 170m 
simulation time 60 minutes 
mobility model random way-point 
control message 
interval for LGT 2 seconds 

unicast protocol AODV 
 
We measure the control overhead in terms of the number 

of control packets on application layer and the resource usage 
for control packets on physical networks as shown in Fig. 2 
to Fig. 5. The resource usage represents the total resource 
used by the control packets at the physical network. As 
shown in Fig. 2, the control message overhead of ROMP is 
less than that of LGT when the group size is same. And, we 
observed that the control overhead mainly result from the 
periodical control message by the LGT. When node speed is 
increased, the possibility and duration of residing multiple 
nodes in the same region is reduced. This leads many nodes 
to be an LMS which does not generate the periodic control 
message. 

In Fig. 3, we found that the resource usage of ROMP when 
the group size is 20 is less than that of LGT while control 
message of ROMP is larger than that of LGT. Since most 
ROMP control messages are local, the total resource used by 
the control packets is less than that of LGT. We also run the 
simulations by increasing the group size as shown in Fig. 4 
and Fig. 5. These figures also confirm that ROMP reduces 
significantly the network resource even though the number of 
control packets is similar to that of L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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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Number of Control Packets on Applicatio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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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Resource Usage for Control Packets on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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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Resource Usage over Group Size 
 
 

5. CONCLUSION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on an overlay multicast 
routing scheme in MANET. The efficiency of overlay 
multicast relies on how well-maintained the up-to-date 
location information of nodes is. However, to maintain exact 
location information requires significant overhead.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o-tier overlay multicast routing 
scheme, called ROMP. By constructing a multicast tree with 
the region information rather than exact location information 
of nodes, we reduce the control message overhead and 
construct an efficient multicasting tree. This is confirmed by 
the simulation experiments. With the simulations, ROMP 
generates a greater number of control packets but the network 
resources used by the ROMP control messages is less than 
that of LGT. Each region can have different local multicast 
routing scheme in ROMP. In hot spot area, we propose to use 
broadcasting rather than overlay multicasting. Since the 
broadcast is very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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