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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는 기존의 셀룰러 네트워크와는 달리 고정된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고 모바일 

노드들만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의 각각의 노드들은 제한된 자원과 한정된 

용량을 가진 배터리로 동작한다. 만일 이 배터리를 모두 소모하게 된다면 간 노드들이 다운이 되고, 

결과 으로 체 네트워크가 단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송 력을 고려하여 경로를 설정하는 기법인 CLUSTERPOW는 노드 간에 연결되는 송 

력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송 시 소비되는 력을 이고자 하 다. 그러나 이 기법은 

proactive 방식의 라우  로토콜에는 합하나 reactive 방식의 라우  로토콜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eactive 방식의 특성에 맞는 송 력 설정 기법인 FSRS(Fast Search 

Reverse Setting) 기법을 제안하 다. FSRS 기법은 reactive 방식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패킷 라딩을 

사용한 경로 설정에서의 오버헤드를 이고자 클러스터 간 라딩을 통해 목 지 노드를 빠르게 찾고 

한정된 클러스터 간 경로를 통해 송 력을 고려한 세부 인 경로를 설정한다. FSRS 기법은 기존

의 CLUSTERPOW 기법과 마찬가지로 효율 인 송 력으로 경로를 설정하 으며 한 네트워크 

생존 시간을 CLUSTERPOW보다 평균 43% 연장시켰다. 

1. 서론

  무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함에 있어서 력 소모

가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를 송하고 받는 과정이

다. 그런데, 를 매개체로 한 통신에서는 송되

어 오는 데이터를 받는데 소비되는 력은 일정한 

반면, 데이터를 송하는데 소비되는 력은 거리에 

감쇠지수의 제곱을 한 것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징

이 있다[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한 력 소모를 이

기 하여 제안된 가장 기본 인 개념이 멀티 홉 라

우 (Multi-Hop Routing)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

은 최소 송 력을 통해 여러 홉을 거쳐서 목 지

까지 도달한다면 송 력의 측면에서는 최 의 값

을 도출해 내지만, 그 반면에 경유되는 각 홉에서의 

패킷 처리에 소비되는 오버헤드와 그로 인해 발생하

는 송 지연이 추가 으로 발생하게 된다.

2. CLUSTERPOW & AODV

  2장에서는 송 력의 최소화와 그로 인해 발생

하는 오버헤드간의 상 계를 해결하기 한 

CLUSTERPOW[1]를 알아보고 reactive 방식의 

표 인 라우  로토콜인 AODV[2]에 해 알아본 

후 두 기법을 결합하 을 때의 개선 을 알아본다.

2.1 CLUSTERPOW

CLUSTERPOW는 라우  경로 상의 홉과 홉 사

이에 용하기 한 최 의 송 력을 찾기 해 

RD(Routing Daemon) 에이 트를 사용한다. 이 RD 

에이 트는 각 노드에서 개별 으로 동작을 하면서 

주변 노드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라우  테이블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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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장을 한다. 한 RD는 지원 가능한 송 

력의 각 벨별로 생성되어 각 노드는 벨 수만

큼의 RD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CLUSTERPOW는 각 노드별로 가상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클러스터 구성 후에

는 다음 홉까지의 우회 경로를 찾을 수 있는 

tunneled CLUSTERPOW를 제안하여 송 력의 

소비를 이도록 하 다. 그래서 CLUSTERPOW는 

이러한 기법을 바탕으로 최 의 송 력으로 목

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된

다. 

2.2 AODV

AODV[1]는 reactive 방식의 로토콜로서 무선 

환경에서 RREQ(Route Request) 패킷을 라딩의 

방식으로 네트워크 상에 확산을 시켜 목 지까지의 

경로를 찾는다. RREQ 패킷에 상응하여 

RREP(Route Reply) 패킷이 존재하는데 이는 RREQ 

패킷이 목 지에 한 경로 확보 지 까지 도달하면 

RREP 패킷을 RREQ 패킷이 지나오며 설정한 역 경

로를 통해 송신지에 달하는 것이다. 

2.3 CLUSTERPOW 로토콜의 개선

Vikas Kawadia가 제안한 CLUSTERPOW[1]에 

의하면 AODV [2]와 같은 reactive 방식의 로토콜

에 용을 할 경우에 라우트 탐색 요청(Route 

Discovery Request)을 가능한 모든 벨의 송 

력으로 보내서 최 의 송 력 경로를 찾을 수 있

다고 한다. 그런데 AODV에 CLUSTERPOW를 

용하면 최 의 송 력 설정을 해서 각 노드에

서 송 력 벨 별로 RREQ 패킷을 송한다. 더

욱이 이러한 방식의 경로 탐색 방식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송신지를 심으로 사방으로 

퍼진다는 에서 오버헤드는 더욱 커진다. 목 지가 

실제로 어떠한 방향에 있다 하더라도 송신지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방으로 RREQ 패킷을 라

딩한다. 한 CLUSTERPOW를 용하게 되면 

RREQ 패킷이 도착하는 모든 노드는 이러한 오버헤

드를 부담하면서 세부 인 경로 설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라딩이 진행된다면 발생하는 컨트롤 패킷 

수는 기하 수 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오버

헤드 한 매우 커진다.

3. FSRS (Fast Search and Reverse Setting)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선행 기법의 개선

들을 해결하기 해 클러스터 기반의 FSRS(Fast 

Search and Reverse Setting) 기법을 제안한다. 

3.1 FSRS 기법의 아이디어 설명

제안 기법은 reactive 방식의 라우  로토콜이 

클러스터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목 지를 찾기 

해 컨트롤 패킷을 라딩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

드를 이기 한 것이다. 여기서는 reactive 방식의 

표 인 라우  로토콜인 AODV[2]에 제안 기법

을 용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동작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한 가장 요한 개념은 클러스

터를 통한 목 지의 빠른 탐색과 클러스터 간 경로

를 통해 범 를 좁힌 상황에서 세부 인 경로를 설

정하는 것이다. 목 지의 빠른 탐색은 RREQ 패킷이 

클러스터 단 의 라딩을 통해 이루어지고 세부

인 경로 설정은 클러스터 내부에서 RREP 패킷을 

라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클

러스터 헤드를 심으로 구성되며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며 라딩되는 콘트

롤 패킷들을 제어한다. 

(그림 1) (a)는 클러스터 간 경로를 통해 RREQ 

패킷이 라딩되어 목 지가 있는 클러스터에 도달

하는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목 지까지 

RREQ 패킷이 도달하기 해 모든 방향으로 라딩

될 때의 오버헤드를 인다. 목 지 D에 RREQ 패

킷이 도달하면 클러스터 간 역 경로를 통해 RREP 

패킷을 송신지 S에 달한다. RREP 패킷은 송신지 

S까지 송되는 에 (그림 1)의 (b)와 같이 클러스

터 내부에서의 라딩을 통해 세부 인 경로를 설정

한다.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RREQ 패킷이 달되면

서 설정된 S'과 D'를 기 으로 RREP 패킷이 라

딩된다. 

S

D
RREQ flooding RREP flooding

S’

D’

S

D
RREQ flooding RREP flooding

S’

D’

(a) 클러스터 간 RREQ 패킷   (b) 클러스터 내부에서  

  라딩     의 RREP 패킷 라딩

(그림 1) FSRS 기법의 기본 동작 과정

RREQ 패킷과 RREP 패킷을 라딩하고 제어하는 

과정은 송 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송 

력은 개의 벨을 가질 수 있으며, 각 노드에서는 

송할 패킷별로 송 력을 조 할 수 있다. 

RREQ 패킷을 라딩할 때는 세부 인 경로를 세

하는 것이 아니라 목 지를 찾기 한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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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  송 력으로 로드캐스트 한다. 그러나 

RREP 패킷을 라딩할 때는 세부 인 경로를 설정

하는 단계이므로 각 노드에서는 송 력별 로드

캐스 을 통해 주변 노드에게 재 노드와 통신하기 

한 최소의 송 력을 알려 다. 

3.2 Cluster 구성 방식

reactive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클러스터의 구

성은 평상시 최소한의 정보교환만을 하도록 설계한

다. FSRS 기법에서 요구되는 클러스터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클러스터를 지나가는 컨트롤 패킷들

을 제어하기 한 클러스터 헤드가 필요하다. 둘째, 

하나의 노드는 한 개 이상의 클러스터에 소속될 수 

있다. 제안하는 클러스터 구성은 이러한 특징을 바

탕으로 하며 클러스터 헤드를 심으로 최  송 

력 범 에 있는 모든 노드를 구성 객체로 한다. 

한 모든 노드는 잠재 인 클러스터 헤드 후보자로

서 RD agent가 탑재되어 있고 RREQ 패킷과 RREP 

패킷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은 클러스터의 구성 과정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으

로서 각 노드에서 단하게 되는 클러스터에 한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

참여할 클러스터가 있는가?

NO

YES

클러스터 구성

클러스터 헤드 선정

클러스터 헤드의 에너지가

한계 값에 도달하였는가?YES NO
클러스터 유지

클러스터 참여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

참여할 클러스터가 있는가?

NO

YES

클러스터 구성

클러스터 헤드 선정

클러스터 헤드의 에너지가

한계 값에 도달하였는가?YES NO
클러스터 유지

클러스터 참여

(그림 2) 클러스터 구성 다이어그램

3.3 경로 설정 기법

경로 설정 기법은 크게 RREQ 패킷을 라딩하는 과정

과 RREP 패킷을 라딩하는 과정의 두 부분으로 나 어서 

설명할 수 있다. RREQ 패킷의 라딩은 클러스터 단 로 

이루어져 목 지의 빠른 탐색을 목표로 하며, RREP 패킷

의 라딩은 RREQ 패킷이 거쳐 오면서 설정한 클러스터 

간 역 경로를 통해 세부 인 경로를 클러스터 내부에서 설

정한다. 이러한 컨트롤 패킷의 라딩 과정은 송 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설정되는 경로 한 최소의 송 

력을 고려하여 연결된다. 

3.3.1 클러스터 간 RREQ 패킷 라딩 제어

[그림 3]은 송신지 노드 에서 목 지 노드 까지 

RREQ 패킷이 라딩되는 과정과을 보여주고 있다. 먼  

송신지 노드 에서 클러스터 헤드인 _1노드에게 목 지 

노드의 치에 해 문의한다. _1노드에서는 목 지 노드 

가 자신의 클러스터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을 한다. 목

지 노드 가 재의 클러스터에 없음을 확인한 _1노드

는 재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들에게 RREQ 패킷을 주변 

클러스터에게 라딩하라는 명령을 한다. 이 때 [그림 3] 

Cluster C_1과 같이 클러스터 내부의 각 노드가 유지하고 

있는 AODV 라우  테이블의 Local_Source를 S로 설정하

게 하며 Cluster_ID를 _1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

서 Cluster_ID가 _1으로 설정되는 것은 RREQ 패킷이 발

생되는 클러스터이자 RREP 패킷의 최종 목 지가 되기 때

문이다. 클러스터 헤드의 명령을 받은 각 노드들은 최 의 

송 력으로 주변 클러스터에게 RREQ 패킷을 로드캐

스트한다. 로드캐스트 되는 RREQ 패킷은 재의 

Cluster_ID와 Cluster_Count의 정보를 가지고 달된다. 

Cluster_Count는 AODV에서의 Hop_Count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유되는 클러스터의 수를 세는 것이다. 

S

G2

C_1

C_2

DD
H_2C_2

Local_Source

G2

Routing Table

Cluster_ID Cluster_Count

2

RREQ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2

H_2C_1

Local_Source

S

Routing Table

Cluster_ID Cluster_Count

1

RREQ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1

G1

S

G2G2

C_1

C_2

DDD
H_2C_2

Local_Source

G2

Routing Table

Cluster_ID Cluster_Count

2

RREQ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2

H_2C_1

Local_Source

S

Routing Table

Cluster_ID Cluster_Count

1

RREQ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1

G1

(그림 3) RREQ 패킷을 통한 빠른 목 지 탐색

로드캐스트된 RREQ 패킷은 이웃 클러스터에 달된

다. 패킷이 달된 후에는 클러스터 내부의 탐색과정이 반

복된다. (그림 3)의 제에서는 _1클러스터에서 라딩된 

RREQ 패킷을 C_2 클러스터의 노드 가 수신하며 노드 

는 수신된 패킷을 클러스터 헤드인 C_2 노드에게 달

한다. C_2 노드는 자신의 클러스터 테이블에서 목 지 D에 

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에 RREQ 패킷의 라딩을 종료

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C_2 노드는 먼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들에게 Local_Source를 G로 그리고 Cluster_ID를 C_1

으로 설정하게 한다. 그리고 RREQ 패킷을 목 지 D에 

달한다. 만일 C_2 클러스터에 목 지 노드 D가 없을 경우 

RREQ 패킷은 [그림 3] Cluster C_2와 같이 각 노드에서 

변경된 후 로드캐스트 된다. 

3.3.2 클러스터 내부에서 RREP 패킷 라딩 제어 

(그림 4)는 [그림 3]의 제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목 지 

D에서 송신지 S로의 RREP 패킷 라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목 지 D에서는 우선 재 클러스터에서의 세부 인 

경로를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Local_Source G까지 설

정하게 된다. 이미 RREQ 패킷 라딩 과정에서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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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_2의 각 노드는 Local_Source G인 것과 역 경로 상의 다

음 클러스터가 C_1인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RREP 패킷

에 Local_Source에 한 정보 필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자동 으로 클러스터 내부의 라딩은 노드 G에서 종료된

다. 그리고 재 RREP 패킷의 Cluster_ID는 C_2이기 때문

에 C_2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라딩이 된다. 그런데 이 때 

각 라딩 과정은 송 력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해 RREP 패킷에 Transmit_Power 필드가 추가된다. 

Transmit_Power 필드는 재 송되는 RREP 패킷이 거

쳐 온 경로의 송 력의 총 합을 장하며 각 노드에서

는 이를 바탕으로 순 경로 상의 Next_Hop을 결정한다. 각 

노드에서는 AODV에서의 Dest_sequence_num가 같은 

RREP 패킷에 해서는 한 번만 라딩을 한다. 그리고 추

가 으로 오는 RREP 패킷이 재 장되어 있는 

Transmit_Power보다 작을 경우에 라우  테이블을 업데이

트 한다. RREP 패킷이 노드 G2에 도착하면 Cluster_ID 필

드를 C_1으로 바꾼 후 로드캐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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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g Table

Cluster_ID Transmit_Power

sum

RREP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2

H_2C_1

Local_Source

S

Routing Table

Cluster_ID Transmit_Power

sum

RREP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1

S

G2

H_1

H_2

D

G1

S

H_2C_2

Local_Source

G2

Routing Table

Cluster_ID Transmit_Power

sum

RREP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2

H_2C_1

Local_Source

S

Routing Table

Cluster_ID Transmit_Power

sum

RREP Packet

Cluster_ID

C_1

Cluster C_1

S

G2

H_1

H_2

DD

G1G1

SS

(그림 4) RREP 패킷을 통한 세부 경로 설정

로드캐스  된 RREP 패킷은 Cluster C_1에 속해 있

는 노드만이 수신하게 된다. 실제 으로는 그 이외의 노드

들도 수신을 하지만 Cluster_ID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버

리게 된다. (그림 4)에서는 노드 G1이 RREP 패킷을 수신

한다. G1 노드는 C_1 클러스터 내부에서 RREP 패킷을 송

신지인 S를 향해 라딩 한다. 라딩이 되며 경로가 설정

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송신지 S에서는 

RREP 패킷을 받으면 경로 탐색 과정을 종료하고 설정된 

경로를 통해 데이터 송을 시작한다. 

4. 시뮬 이션

시뮬 이션은 NS-2(Network Simulator)를 이용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5)는 노드 수에 따른 노드 생존 시간을 보

여주고 있다. 그래 를 보면 체 구간에서 FSRS가 

CLUSTERPOW 보다 생존 시간이 길게 측정 되었

다. 노드가 50개로 증가하면서부터는 FSRS의 성능

이 CLUSTERPOW보다 탁월하게 좋아지기 시작한

다. 이것은 클러스터를 유지하기 한 오버헤드와 

발생하는 경로 탐색 패킷이 어지기 때문이다. 

한 선행 기법에서는 노드의 도가 높아지면 세부

인 경로를 설정해가며 RREQ 패킷 라딩으로 인한 

오버헤드가 더 커지는 반면 제안 기법에서는 노드의 

도와 상 없이 클러스터 단 로 RREQ 패킷이 진

행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 이다. 최 의 성능 향상

이 있는 100개의 노드에서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평

균 43%의 생존 시간이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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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드 수에 따른 노드 생존 시간

5. 결  론

NS-2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제안 기법을 실험한 

결과 제안 기법이 기존의 기법보다 체 인 네트워

크의 생존 시간이 평균 43%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클러스터 유지와 경로 탐색 시 발생하는 

컨트롤 패킷으로 인한 오버헤드를 임으로서 가능

했다. 한 선행 기법과 제안 기법의 본래의 목 인 

송 력을 고려한 경로 설정에 해서도 성능 차

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런데 속도를 변화시키는 

실험에서 기존의 기법과 제안 기법 모두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굉장히 성능이 하되었다. 이는 노드

와 노드 간에 송 력이 최 으로 연결되기 때문

에 그만큼 모바일 노드가 이동하면서 연결 범 를 

벗어나 경로가 끊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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