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0. 4)

메시지 통합을 이용한 경향 센서 네트워크 

라우  알고리즘

찬식
*
, 이민재

*
, 오승

**
, 변정용

**

*동국 학교 자계산학과
**동국 학교 컴퓨터멀티미디어 학부

e-mail:{cheonvi, lmj0254, shoh, byunjy}@dongguk.ac.kr

The Light Routing Algorithm Using Integrated 

Message for Sensor Networks  

Chan-Sik Jeon
*
, Min-Jae Lee

*
, Seung-Hyun Oh

**
, Jeong-Yong Byun

**

*Dept of Computer Science, Dongguk University
**Dept of Computer and Multimedia, Dongguk University

요       약
기반 망 없이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는 애드 혹 네트워크 기술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

다.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리 사용하는 AODV(Ad-hoc On Demand Distance Vector)라우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하지만 빈번하게 경로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라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경로를 생성  복구에 사용되는 제어 메시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메시지간의 충돌과 손실

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AODV 라우  로토콜의 경로 생성에 필요한 

RREQ, RREP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는 라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빠르게 향상됨으로 이동 무

선 컴퓨 에 한 응용 범 와 빈도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동 무선 네트워크는 기지국이나 AP(access point)

와 같은 하부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와 하부구조가 없는 

애드 혹 네트워크 (ad hoc network)로 분류된다. 애드 혹 

네트워크의 특징은 고정된 하부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동 

노드들 간에 데이터를 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 각 이동 노드들은 유선망의 라우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1,2,3].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의 특성

에 맞도록 고안되거나 개량된 AODV, DSDV, DSR과 같

은  라우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하지만 빈번하게 경로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라우  알고리즘을 사용

하게 되면 경로를 생성  복구에 사용되는 제어 메시지

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메시지간의 충돌과 손실될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ODV 라우  로토콜에서 경

로 생성에 필요한 메시지 RREQ와 RREP를 하나의 메시

지로 통합하고 로드캐스트(Broadcast)하는 과정에서 경

로 요청과 응답 과정이 이루어져 메시지 수가 반으로 

어도 기존 라우  로토콜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는 

라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한 경로 생성 과정에서 링

크 오류나 노드의 이동에 따른 경로 재설정에 사용되는 

메시지를 이기 해 경로 복구 테이블을 구성하여 경로 

재설정 과정이 수행되기 에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이용

하여 신속한 경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따라서 경

로 생성과 복구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어 메시지 수가 

고 메시지간의 충돌과 손실이 어들어 데이터 처리율이 

향상 될 것이라고 상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한 통

합 메시지를 이용한 라우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3장

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통합 메시지를 이용한 DGDV 라우  알고리즘

기존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경로를 설정하기 해서  

AODV 라우  로토콜을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AODV 라우  로토콜의 메시지 RREQ, RREP를 통합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2.1 통합 메시지 구조 비교

기존 사용되고 있는 요구 기반 방식의 AODV와 테이블 

기반 방식의 DSDV 등과 같은 라우  알고리즘에서 사용

되는 RREQ 메시지는 로드캐스트 하여 이웃노드에게 

경로를 요청하고 RREP 메시지를 통해 요청에 한 응답

을 한다. 이 두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기 해  

아래 <표 1>과 같은 통합 메시지 구조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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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equence 
Number

Depth 
Count

Destination IP Address
Next IP Address

Originator IP Address
Previous  IP Address

……

<표 1> Integrated Message Format 

AODV와 DGDV의 경로 생성 과정을 아래 (그림 1)와 

같이 비교하 다. AODV는 노드 0번에서 노드 3번까지의 

경로를 생성하기 해 3개의 RREQ 메시지와 3개의 

RREP 메시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DGDV는 3개의 RREQ 

메시지만 이용하여 경로를 생성한다. 즉, AODV에 비해 

경로 생성 과정에서 반의 메시지 개수만 가지고도 경로

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AODV와 DGDV의 경로 생성 비교 

2.2 통합 메시지를 이용한 경로 생성

통합 메시지의 RREQ 메시지를 이용하여 노드간의 경

로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림 2) 경로 생성 과정

2.3 통합 메시지를 이용한 복구 경로 생성

노드의 이동과 통신의 방해 요소로 인해 빈번한 경로 

변경으로 인한 경로 복구 과정에서 소모되는 메시지 수를 

이고자 복구 경로 생성 정보를 아래 (그림 3)와 같은 과

정을 통해 테이블에 장하게 된다.

(그림 3) 복구 경로 생성 과정

3. 결론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AODV 라우  알고리

즘의 RREQ, RREP 메시지 개수를 통합한 DGDV 라우  

알고리즘은 제어 메시지 수를 감소시키고 경로 복구 과정

을 간소화하여 기존 알고리즘 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우리는 앞으로 제안한 라우  알고리즘을 QualNet 5.0 

시뮬 이션에 구 하여 기존의 AODV 라우  알고리즘과 

성능향상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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