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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드 혹 네트워크는 Access Point 나 기지국과 같은 기반 구조 없이 이동 노드들로만 구성되는 자

율적이고 독립적인 네트워크이다. 각각의 노드들은 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로 이루어진 네트

워크는 다양한 형태를 이루게 되며, 이들은 무선 자원과 에너지 상의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클러스

터 형성과 유지 및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의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클러스터 헤드는 호스트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

에 라우팅 기능을 담당하는 라우터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헤드의 에너지 고갈이나 

부재는 클러스터를 붕괴시키고, 전체 네트워크의 통신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서는 네트워크의 수명

을 단축시킨다. 결국 클러스터 헤드의 효율적인 관리는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2-Level 트리 기반의 클

러스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헤드와 이웃 노드들의 유지 및 관리

를 통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throughput 을 향상 시키는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

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목적에 맞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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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clustering routing 기법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서의 한계였던 에너지 소모 문제를 보완하는 기법으

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현재 클러스터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헤드의 상태에 따른 클러스터 붕괴를 효과

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Ad 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러스터링 기법은 클
러스터 헤드가 호스트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라
우팅 기능을 담당하는 라우터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따라서 클러스터 헤드의 에너지 고갈이나 부재는 클
러스터를 붕괴시키고, 전체 네트워크의 통신을 어렵

게 하며, 나아가서는 네트워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결국 클러스터 헤드의 효율적인 관리는 전반적인 네
트워크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다.[1, 2] 

 

 
 
 
 또한 최근에는 RAID 시스템을 활용한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AID 
시스템을 활용하여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게 
되면 기존에 생성된 클러스터의 변경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저장된 정보들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유지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고, 이는 곧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가
져오게 된다. [3] 

 기존 무선 Ad Hoc 네트워크에서 안정성을 강화한 
클러스터링 기법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클러스터 
헤드의 정보를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노드들에

게 복사하여 백업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단순한 백업 
작업은 불필요한 네트워크의 혼잡야기와 자원의 소모

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2-level 트리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면 데이터 백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RAID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1-level 에 존재하는 

- 894 -

제3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7권 2호 (2010. 11)



Sub-Cluster-Head 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헤드의 정보를 
백업하고 해당 클러스터의 통신 작업을 분담함으로써 
균등한 에너지 소모를 통해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생
존 시간을 향상시키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2. 2-level Tree 기반의 Clustering 라우팅 프로토콜 

 
본 논문의 제안 기법에서는 2-level 기반의 클러스

터를 이용하여 라우팅을 수행하게 된다. 단일 level 을 
이용한 클러스터를 구성할 경우 네트워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네
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클러스터 헤드의 숫자가 증가하게 된
다.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 멤버들의 주소 및 위치 

정보 저장, 라우팅 패스 설정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클러스터 멤버 노드에 비해 에
너지 소모가 크다. 따라서 클러스터 헤드 수의 증가

는 곧 에너지 소비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생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2-level 기반의 클러스터를 이용할 경우 클러스

터 헤드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생존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2.1 2-level Tree 기반의 계층적 Cluster 구성 
 
초기 네트워크 구성시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에너

지를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ID 를 갖는 순
으로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는 Lowest ID 기법[4]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한다. 클러스터 헤드

로 선정된 노드는 자신의 상태가 클러스터 헤드로 변
경되었음을 알리는 CREQ(Cluster-Head REQuest) 패킷

을 1-hop 거리로 브로드캐스트 한다. 해당 패킷에는 
클러스터 헤드의 주소(ID)와 에너지양, 이웃 노드의 
개수, 클러스터 ID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CREQ 를 수신한 노드는 자신의 level 을 1-level 로 
변경하고 해당 패킷에 포함된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

고 자신의 주소(ID)가 추가된 NREQ (Neighbor 
REQuest) 패킷을 1-hop 거리로 브로드캐스트 한다. 만
약 이전에 수신한 CREQ 패킷이 존재한다면 비교하여 
이웃 노드의 개수가 더 많은 패킷을 저장하고 나머지

를 버린다. NREQ 패킷을 수신한 1-level 이 아닌 노드

는 해당 패킷에 저장된 정보를 저장하고 자신의 level
을 2-level 로 변경한다. 
이후 NREQ 의 송신자에게 RREP 패킷을 전송한다. 

RREP 패킷을 수신한 1-level 노드는 RREP 를 송신한 
2-level 노드까지의 경로를 저장하고 클러스터 헤드에

게 RREP 를 송신한다. 만약 1-level 노드가 일정시간 
동안 RREP 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RREP 패
킷을 생성하여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송한다. 
 

 
(그림 1) 2-level Tree 기반의 클러스터 구성 

 
 

2.2 Gateway 를 이용한 Cluster 간의 연결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되면 2-level 에 존재하는 노
드들은 1-hop 거리 내에 자신의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은 다른 클러스터 멤버 노드들이 존재하는지 Hello 
Message 를 전송하여 확인한다. 다른 클러스터 멤버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노드와 연결을 완료하고 
해당 노드의 주소와 자신이 외부 노드와 연결되었음

을 알리는 기호(Flag)를 저장한 NACK(Node 
ACKnowledgment) 패킷을 자신이 속해있는 클러스터

의 클러스터 헤드에게 전송한다. 이에 대한 Reply 가 
수신되면 해당 2-level 노드는 자신의 상태를 게이트

웨이(GW)로 변경하고 클러스터 외부와 통신하는 통
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는 클러스터 간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게이트웨이 노드를 통한 클러스터 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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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uper-Cluster Head 의 Traffic Control 
 

Super-cluster 내에 존재하는 cluster 들이 자신이 가
지고 있는 routing table 정보를 동시에 super-cluster 
head(SH)에게 전송하게 되면 패킷이 한꺼번에 몰려 
트래픽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트래픽 증가는 멤버 
클러스터들과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고 대역폭 초
과로 인해 해당 노드로 향하는 패킷이 유실되어 전반

적인 네트워크의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패킷 집중으로 발생되는 트래픽을 방지하기 위해 
Super Cluster Head 와 연결되어 있는 Sub-Cluster Head
를 이용하여 트래픽 관리를 수행한다. 

 Sub-Cluster Head 를 통해 트래픽을 관리하게 되면 
Super-Cluster Head 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균등

한 에너지 소모를 이끌 수 있다. 또한 Super-Cluster 
Head 로 향하는 데이터들을 중간에 저장함으로써 
Super-Cluster Head 의 DB 를 백업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3. 실험 

 

실험은 NS-2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행하였다. 
 

[표 1] 시뮬레이션 환경 

Simulation Area 100m * 100m 

Simulation Time 100 sec 

Number of Node 50 

Node-Placement Randomly 

Mobility Randomly 

Node-Speed 5,10 m/s 

Node-Pause-Time 0,5,10,15,20 sec 

MAC-Protocol IEEE 802.11 

Radio-Frequency 2.4 GHz 

Initial Energy 5J 

Transmit 
/ Receive Power Drain 

0.071 W + 10 * 
Transmission Power 
/ 0.051 W 

Idle Power Drain 0.027 W 

 
 
3.1 평균 패킷 전송률을 통한 성능 비교 
 

 
(그림 3) 속도에 따른 평균 패킷 전송률 

 제안 기법은 Sub-Cluster Head 를 이용한 클러스터 
헤드의 DB 백업을 수행함으로써 클러스터 헤드가 해
당 클러스터에서 벗어나거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작동

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대처하였다. 그 결과 제안 기
법이 LS2RP 보다 평균 패킷 전송률에서 3.6% 성능 
향상을 보였다. 
 
 
3.2 이동주기에 따른 Super-Cluster Head 의 Traffic 비교 
 

 
(그림 4) 이동주기에 따른 Super-Cluster Head 의 Traffic  

 
 제안 기법은 Super-Cluster Head 가 담당하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 수집, 관리 및 회신 작업을 Sub-Cluster 
Head 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특정 네트워크에서 트래픽

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특히 패킷의 크기나 
내부 라우팅 정보의 변화에 따라 패킷의 결합, 수정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패킷이 Super-Cluster 
Head 에게 전송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제안 기법은 
LS2RP 보다 Super-Cluster Head 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의 양에서 1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4. 결과 
 

본 논문에서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
너지 효율적인 2-Level 트리 기반의 클러스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클러스터 헤드는 Sub-Cluster 
Head 를 통해 데이터 백업을 수행하고, Sub-Cluster 
Head 는 패킷의 수정, 결합과 Super-Cluster Head 의 업
무를 분담을 통해 발생되는 트래픽의 양을 감소시킨

다.  NS-2 를 이용하여 제안 기법과 LS2RP 의 성능 비
교를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유지시간과 데이터 전송 
성공률, 트래픽에 대해 모두 좋은 성능을 기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유지시간에 대해서 제안 
기법이 LS2RP 보다 13%의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 균
등한 에너지 소모를 고려한 제안 기법의 정책은 특정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막아 네트워크의 유지 시간을 
향상시켰다. Super-Cluster Head 의 트래픽에 대해서 제
안 기법이 LS2RP 보다 평균 19%의 성능 향상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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