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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네트워크의 많은 분야 중에서 MANET(Mobile Ad-hoc Network)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는 기술이다.

MANET을 구성하는 노드들은 다중 홉 무선 연결을 이용하여 데이터 전달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드들의 데

이터 접근 성능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캐싱 기법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이동 노드들의 다중 홉 연

결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유

효한 캐시 정보의 관리 및 유지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노드가 원하는 정보의 캐시 발견시 오버헤드를 줄이

고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연결 관리를 위해 클러스터 기반 캐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 헤드에서 유

효한 캐시 테이블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LP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효율성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A Study on Caching Management Technique in Mobile Ad-ho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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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ET is developed technique fairly among many field of wireless network. Nodes which consist of MANET

transmit data using multi-hop wireless connection. Caching scheme is technique which can improve data access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nodes. Previous studies were achieved about dynamic routing protocol to improve

multi-hop connection of moving nodes. But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effective cache information because of

movement of nodes is not easy. In this study, we proposed cluster-based caching scheme to manage connection by

decreasing overhead and moving of nodes as moving node discovers cache of wish information. And HLP was used

to maintain effective cache table in each cluster head. Efficiency of proposed technique in this study was confirmed

b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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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ANET(Mobile Ad-hoc Network)은 노트북,

PDA와 같은 이동 노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각 이

동 노드들은 멀티 홉 무선 연결을 이용하여 서로가

통신을 한다[1].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노

드들은 라우터 역할을 수행하여 이웃 노드들에게 패

킷을 전달해줘야만 한다. 하지만 노드들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위상이 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쿼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많은 에너지 소모가 유발된다[2]. 그

동안 MANET에서는 이동 노드들 간의 멀티 홉 연결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에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MANET에서는 한정

된 시스템 자원, 높은 이동성, 멀티 홉 특성 때문에 데

이터 액세스 시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법이 바

로 캐싱이다. 캐싱 기법은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쿼리 지연과 감소된 대역폭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

서 이동 노드들에게 원하는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3][4]. 이러한 캐싱 기법은 프록시

서버, CPU, 메모리, 라우터 설계 등에도 널리 활용되

고 있다. 하지만 MANET에서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

이트, 제한된 자원과 대역폭 그리고 노드들의 이동으

로 인해 캐시 관리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 노드가 원하는 데이터 접근을

위해 캐시를 발견하는데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연결해제를 줄이기 위한 클

러스터 기반 캐싱 테이블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

리고 클러스터 헤드가 노드들의 이동을 미리 예측함

으로써 캐싱 테이블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캐싱 기

법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

안한 협동 캐싱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MANET 환경에서 효율적인 캐시 기법에 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대부분의 캐시

기법들은 유선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선 환경인 MANET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노

드들의 이동성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제약이 많았

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캐시 기법에 대하여 살펴본

다.

MANET에서 1-hop 거리에 있는 노드들을 zone으

로 구성하여 협동 캐시를 하는 기법(Zone Coopera-

tive Cache)이 있다[5][6]. 이 기법에서는 메시지 교환

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zone을 구성하였다.

이 기법에서 각 노드들은 빈번하게 접근되는 데이터

를 저장하기 위하여 캐시를 갖는다. 이 기법에서 캐시

전략은 노드들의 데이터 요청을 수신하면 자신의 로

컬 캐시를 검사한다. 만약 요청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면 다음 단계로 일관성을 검사하게 된다. 일관성 검사

를 통과하면 데이터를 요청한 노드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노드에게 유효성 검

사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데 요청한 데이터가 자신의

로컬 캐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이 속한 home

zone에서 다시 검색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원하는 데

이터를 찾지 못한다면 인접해 있는 zone으로 요청을

브로드캐스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림 1>은 이 기법의 요청 패킷이 전달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요청 패킷의 전달 과정

자신의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응답 패킷을 수신하

면 요청 노드는 자신의 캐시를 교체하게 된다.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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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정책은 VALUE를 이용하였다. 캐시 교체시

VALUE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캐

시에서 삭제하게 된다. VALUE는 호스트에서 데이터

에 대한 접근 확률을 계산하여 이 값이 가장 낮은 데

이터를 교체하게 되며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1)

여기서  는 데이터의 접근 확률을 나타내고 초기

값은 0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는 현재 시간, 은 마

지막 접근 시간을 나타내며, 는 데이터 접근의 중요

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이다.

GroupCaching(GC) 기법은 자신과 1-hop 거리에

있는 노드들로 그룹을 형성한다. 그리고 각 MH들은

그룹 멤버 ID를 갖게 되며, 그룹간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Hello 메시지 메커니즘을 이용하였다[7]. 그리

고 그룹 멤버들의 캐싱 상태를 저장하기 위하여 각

MH들은 self_table과 group_table을 유지하게 된다.

이 기법에서 데이터를 원하는 소스 노드는 먼저

self_table을 검색한 후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그룹 멤

버 노드들에게 요청 메시지를 보낸 후 응답을 기다리

게 된다. 만약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

를 찾지 못한다면 데이터 발견 처리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기법의 단점으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사용하

기 때문에 캐시 공간의 비효율성이나 두 테이블간의

데이터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된다.

3.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캐싱 기법

본 장에서는 원하는 데이터 접근을 위한 캐시 검색

을 위한 오버헤드를 줄이고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한

캐시의 업데이트 횟수를 줄이기 위한 이동 예측 기법

과 캐싱 테이블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반 캐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3.1 클러스터 형성

본 논문에서는 MANET을 구성하는 전체 노드를

1-hop 거리에 있는 이웃 노드들로 클러스터를 형성한

다.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할 때 노드들의 연결 수를 이용

하여 선출하였다. 연결 수를 이용한 이유는 보다 많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야 캐시 테이블에 보다 많은 정

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

터 요청에 대한 캐시 발견 오버헤드를 줄여 보다 효

율적인 캐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는 이동 노드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

공을 위하여 로컬 캐시 테이블(Local Cache Table)과

클러스터 캐시 테이블(Cluster Cache Table)을 갖는

다. 로컬 캐시 테이블은 클러스터내의 캐시 데이터 항

목을 저장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캐시 테이블은 인접

한 클러스터의 캐시 데이터 항목을 저장하고 있다.

<그림 2>는 클러스터 헤드에서 갖고 이는 캐시 테이

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캐시 테이블 구조

3.2 이동 예측을 이용한 캐시 테이블 관리

본 논문에서 사용한 노드의 이동 예측은 Hierarc-

hical Location Prediction(HLP)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이 알고리즘은 로컬 예측과 전역 예측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클러스터내의 이동 노드들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클러스터 헤드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 때

각 클러스터 헤드는 멤버 노드로부터 수신한 RSSI

(Radio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측정하여, 이 값

을 근거로 하여 이동 노드들의 동적 상태 값을 측정

하는 로컬 예측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측정된 값은 이

웃하는 클러스터로 이동 확률로 사용되며, 전역 예측

알고리즘의 입력 값으로 사용된다. 전역 예측 알고리

즘은 로컬 예측 알고리즘의 결과 값과 각 노드에 대

한 이동 패턴을 이용한 패턴 매칭 결과 값으로 노드

들의 이동을 예측하게 된다. <그림 3>은 노드의 이동

예측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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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드 이동 예측 계산

클러스터내의 이동 노드는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가

발생하면 먼저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 헤드에게 데이

터 요청 쿼리를 전송한다. 이동 노드로부터 요청을 받

은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의 로컬 캐시 테이블을 검색

하게 된다. 이 테이블에서 데이터가 검색이 된다면 데

이터를 갖고 있는 노드의 정보를 이동 노드에게 전달

해준다. 그러나 만약에 로컬 캐시 테이블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클러스터 캐시 테이블에 있는

인접한 클러스터 헤드에게 요청 쿼리를 전달하게 된

다. 이를 수신한 클러스터 헤드 중 데이터를 갖고 있

는 노드의 정보를 알고 있는 클러스터 헤드는 이에

응답을 하게 된다. 응답을 수신한 클러스터 헤드는 해

당 데이터를 갖고 있는 노드의 정보를 이동 노드에게

전달해주고, 자신의 로컬 캐시 테이블에 정보를 요청

한 이동 노드에 대한 정보를 갱신한다. <그림 4>는

위에서 설명한 쿼리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데이터 요청 처리 과정

클러스터 헤드가 갖고 있는 로컬 캐시 테이블과 클

러스터 캐시 테이블은 클러스터 내에 노드들의 이동

이 발생할 경우에 그 노드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클러스터 헤드가 유지하는 캐시 테이블의 업데

이트 알고리즘 pseudo 코드를 <그림 5>에서 보여주

고 있다.

Input : Cluster Number N

i ← 1

While i < N Do

CHi Measures RSSI values

Increment i

End While

IF MNi move to another cluster

Then

predict the MNi direction by HLP

MNi replies to new CHj

Update the LCT and CCT of CHj

End IF

IF CHi not received MNi REP

Then

MNi removes CHi LCT

Updates all other CH CCT

End IF

(그림 5) 캐시 테이블 업데이트 pseudo 코드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장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노드

의 수는 40개, 80개이고, 실험 시간은 300초로 하였다.

노드는 random way point 이동성 모델을 사용하였고

데이터 전송 반경은 200m, 대역폭은 2MB로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환경 변수 값은 <표 1>과 같다.

항 목 기본값

네트워크 크기 1000m×1000m

이동속도 0～10m/s

데이터 크기 20KB

캐시 크기 200KB, 400KB

라우팅 프로토콜 AODV

<표 1> 실험 환경 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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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

여 ZC(Zone Cooperative Caching) 기법과 GC(Group

Caching) 기법과 비교 실험 하였다. 성능 평가 기준은

캐시 적중률과 평균 쿼리 지연 시간 그리고 제어 패

킷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림 6>은 캐시 크기와 노드 수가 다른 조건하에

서 캐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캐시 크

기가 클수록 적중률도 증가하였다. ZC 기법은 이동

노드들 사이에 협력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가 좋지 않았고, GC 기법은 이동 노드와 그룹 멤버들

이 데이터 객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노드들이 이동시에도

HLP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당 노드에 대한 정보를 로

컬 캐시 테이블과 클러스터 캐시 테이블에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0KB/(%) 400KB/(%)

ZC 19.9 25.7

GC 26 34

Proposed Method 31 36

(a) 노드 40개

200KB/(%) 400KB/(%)

ZC 21.4 27.4

GC 28.1 36.9

Proposed Method 32.4 39.9

(b) 노드 80개

(그림 6) 노드 수와 캐시 크기에 따른 캐시 적중률

<그림 7>에서는 노드가 80개 일 때 평균 쿼리 지

연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ZC 기법은 이동 노드가 데

이터 요청을 수신하였을 때, 자신이 속한 zone에 요청

신호를 송신하고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연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GC 기법은 데이터 요청을 수신하였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테이블을 검사하기 때문에 ZC

기법 보다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테이블에서 원하

는 데이터를 검색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검색하기 위

한 지연시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안한 기법에서

는 이동 노드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수신한 클러스터

헤드는 HLP에 의해 유지되는 두 개의 캐시 테이블에

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7) 평균 쿼리 지연 시간

(그림 8) 제어 패킷 비율

제어 패킷의 비율은 전체 데이터 패킷 중에서 제어

패킷의 수를 의미한다. 즉, 제어 패킷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네트워크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어 패킷의 비율은 이동 노드가 데이터 요청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높기 때문에

노드들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림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한 기법이 노드들

의 이동 예측에 따른 캐시 테이블 관리에 의해 다른

기법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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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소개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노드가 정보 요청시 캐시 발견

을 위한 오버헤드를 줄이고 노드들의 이동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연결해제를 줄이기 위하여 클러스터 기

반 캐싱 기법을 제안하였다. MANET을 클러스터 단

위로 형성한 후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헤드

가 클러스터내의 멤버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갖는 로

컬 캐시 테이블과 이웃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갖는

클러스터 캐시 테이블을 갖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이

동 노드들의 데이터 요청에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

게 함으로써 캐시 발견을 위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HLP를 이용하여 노드들의 이동을 예

측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캐시 테이블을 관리함으로써

이동 노드들의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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