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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거 네트워크는 물리적 회선을 이용한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각 노드간의 통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통신환경이 유선 네트워크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으로 이동하였으며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clustering routing 기법은 무선 네트

워크 환경에서의 한계였던 에너지 소모 문제를 보완하는 기법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LS2RP 는 이동

성이 심한 Ad 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CH 가 backup 을 통해 해당 cluster 를 벗어날 경우를 대비한다. 
하지만 CH 가 cluster 를 벗어난 이후 data chunk 결합을 통한 ID database 복구와 CH 재선정을 수행하

기 때문에 그동안 network 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H 의 이동을 예측하여 미리 sub CH 를 선정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이동성에 따른 control traffic 측면에서 기존의 LS2RP 에 비해 12% 더 높은 
performance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과거 네트워크는 물리적 회선을 이용한 유선 네트

워크 기반의 연구를 통하여 각 노드간의 통신을 수행

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통신환경이 유선 
네트워크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으로 이동하

였으며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clustering routing 기법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한계였던 에너지 소모 문제를 보완하는 기법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Clustering routing 기법은 네트워크를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구역을 독립된

cluster 로 구성한다. 이렇게 결정된 cluster 내부의 노
드들은 특정 기준을 통하여 CH(Cluster Head)를 선정

하고 CH 는 각 cluster 에 속하는 노드들의 
ID(identifier)를 수집하여 관리한다.[4] 

LS2RP 는 clustering routing 기법 중의 하나로서,  이
동성이 심한 Ad 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CH 가 해당 
cluster 를 벗어날 경우 미리 주변 노드들에 분산,저장

해 놓은 data chunk 를 결합하여 새로 선정된 CH 에게 
전달함으로써 CH 의 부재에 따른 네트워크 유지 문제

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CH 가 
cluster 를 벗어난 이후 data chunk 결합을 통한 ID 
database 복구와 CH 재선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동

안 network 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H 의 이동을 예측하

여 미리 sub CH 를 선정하여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강
화하는 “클러스터 헤드 이동 예측을 통한 라우팅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이동성에 
따른 control traffic 측면에서 기존의 LS2RP 에 비해 
12% 더 높은 performance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1, 2, 3]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장에서는 기존의 clustering routing 기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2 장에서는 제안기법에 대하여, 3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지는 performance
에 대해,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서술하

고 있다. 
 

2. 클러스터 헤드 이동 예측을 통한 라우팅 알고리즘 

무선 에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들은 항상 방
향성을 가지고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은 클러스터 내
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클러스터 간에 이동으로 이
어지기도 한다.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노드들의 ID 를 
저장하고 있는 클러스터헤드(CH) 가 해당 클러스터가 
해당 클러스터를 벗어나는 경우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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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헤드 이동 예측을 통한 
라우팅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헤드의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러스터 헤드가 해당 클러스터를 벗어

나기 전에 새로운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여 네트워

크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클러

스터 헤드는 특정 주기마다 주변 노드들과의 거리를 
파악하는 메시지(DREQ)를 broadcast 한다. 주변 노드

들은 클러스터헤드의 메시지를 수신한 후 수신신호의 
power 를 측정하여 클러스터헤드에게 메시지(DREP) 
를 전송한다. 클러스터 헤드는 이렇게 받은 DREP 에

서 이웃 노드들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값들의 평균

을 계산하고 그 값이 증가할수록 클러스터에서 벗어

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계산 값
이 특정 threshold 값을 벗어나는 경우 잠재적인 이탈 
노드로 고려하여 새로운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고 
ID data base 를 재선정된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송한다. 

 

 

(그림 1) 클러스터 헤드의 이동 예측 

 
3. 실험 

 

실험은 NS-2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행하였다. 
 

 
(그림 2) 이동성에 따른 Control Traffic 

 
실험 환경은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른 네트워크의 traffic overhead 를 측정

하였다. LS2RP 의 경우 노드의 이동 속도가 20m/s 를 
넘어서는 경우 traffic 이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제안 
기법의 경우 LS2RP 에 비해 12% 더 낮은 traffic 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과 
 

    무선 에드혹 네트워크에서 보다 효율적인 라우팅을

을 위해 클러스터 헤드 이동 예측을 통한 새로운 라
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이 기법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traffic 을 보다 효율

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실험 결과 traffic 의 
감소율은 12%정도 되었다. 이는 제한된 특정 환경을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후에 좀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용 및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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