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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드-혹 네트워크는 기간망에 의존하지 않고, 노드들끼리 자율 으로 데이터 이동 경로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이

다. 일반 으로 애드-혹 네트워크는 다 -홉 통신을 기반으로 하며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로 설정을 한 

제어 패킷의 양이 격히 증가하게 되고 노드의 수명이 단축 된다. 이러한 노드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크

기에 따른 보다 에 지 효율성 용이 가능한 경로 설정 기법에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계

층 인 클러스터 구조 기반의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가 동질  공간-포아송의 조건에서 노드의 분포 

도와 속성정보를 고려한 클러스터의 계층 깊이 결정 알고리즘인 CACHE-R(Context-Aware Clustering Hierarchy, 

Efficient and Resilient)를 제안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CACHE-R기법은 최 화된 계층의 깊이와 속성정보를 용함

으로써 에 지 보존 인 경로를 설정하여, 체 네트워크의 에 지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수명을 향상되

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An ad-hoc wireless network provides self-organizing data networking while they are routing of packets among themselves. Typically 

multi-hop and control packets overhead affects the change of route of transmission. There are numerous routing protocols have been developed 

for ad hoc wireless networks as the size of the network scale. Hence the scalable routing protocol would be needed for energy efficient various 

network routing environment conditions. The number of depth or layer of hierarchical clustering nodes are analyzed the different clustering 

structure with topology in this paper. To estimate the energy efficient number of cluster layer and energy dissipation are studied based on 

distributed homogeneous spatial Poisson process with context-awareness nodes condi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CACHE-R could 

be conserved the energy of node under the setting the optimal layer give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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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드혹 네트워크는 무선 모바일 노드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망의 이동성과 연결성을 보장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경우 무선 모바일 노드들은 

주어진 알고리즘에 의해 스스로의 자율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 노드들은 스스로 주어진 망의 상황조건

에 응한 최 의 추론망(Inference Network)의 조건을 

찾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무선환경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추론망 생성  

통신 노드들의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가 

스스로 리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네트

워크의 한 형태를 MANET(Mobile Ad-hoc Network)이라

고 한다. MANET은 이동 노드들이 필요에 따라 임시로 

구성하는 네트워크이며, 기간망의 도움 없이 구축되는 

특징으로 인해 주로 군사 네트워크, 재난, 재해 상황에서

의 네트워크 구축  운 의 필요성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1-4].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ing Force)에서는 

MANET working group을 결성하여 련 문제로서 경로

설정기법의 표 화, 자동주소설정모델 등에 해서 연

구 이다. 일반 으로 MANET은 망의 운 상 송 

역폭과 에 지 사용에 따른 통신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에 지 효율 향상을 한 경로설정기법이 요구된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드혹 네트워크에서의 에 지 

보존 인 클러스터 리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최

화된 노드 집단의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를 추정함으

로써 네트워크에서 소비되는 에 지를 이고 노드의 

수명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 각 시스템  노드들이 자율망에 의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된 망의 계층 인 구조에

서 경로를 설정하는 CACHE-R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련연구

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용한 

CACHE-R 기법에 용된 기술을 제안하며  CACHE-R

의 시험 환경과 성능 분석을 검토한다. 

Ⅱ. 관련연구

멀티-홉을 기반으로 하는 에드혹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은 주어진 통신반경에 있는 주변 노드들을 제외

하고는 노드에 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웃한 노드 정

보를 획득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수 이며 이

를 한 다양한 경로설정기법이 그 동안 연구되어져 왔

다[8].

경로설정기법은 다양한 기 을 바탕으로 속성의 분

류가 가능하며, 목  노드를 찾는 방법에 따라 응  경

로 설정 기법(reactive routing protocol), 비 응  경로 설

정 기법(proactive routing protocol), 하이 리드 경로 설

정 기법(hybrid routing protocol)으로 나뉜다. 비 응  경

로 설정 기법은 경로에 한 정보가 필요하기 에 미리 

테이블 형식으로 경로를 지정해 놓는 방식인 반면에 

응  방식은 경로탐색이 필요할 때에만 경로를 찾는다. 

하이 리드 기법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경로 설정 기법

을 융합하여 인 한 노드에 해서는 비 응 으로 운

하고 원거리에 치한 노드에 해서는 응 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기법이다. 응 인 경로 설정 기법은 

비 응 인 경로 설정 기법에 비해 자원이 많이 소모 되

므로, 만약 노드들이 정 이라면 비 응 으로 운 하

는 것이 합하다[3].

경로설정기법에 한 다른 분류 기 으로는 네트워

크 구조 인 차이가 있으며, 노드들의 연결 형태에 따라 

평면  경로 설정 기법, 계층 인 경로 설정 기법 그리고 

치기반 경로 설정 기법으로 나뉜다. 평면  경로 설정 

기법은 구조가 간단하지만 다수의 노드로 이루어진 네

트워크에서는 경로 설정 기법을 확장하여 용시키기

가 어렵고, 복 데이터에 의한 추가 에 지 손실이 발생

한다. 계층 인 경로 설정 기법은 유선 네트워크에서 기

인한 방법으로 확장성과 효율 인 통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좀 더 많은 력을 보유한 노드가 데

이터 처리  송신 기능을 담당하고, 좀 더 은 력을 

보유한 노드는 센싱  근거리 송신 기능만 부여함으로

써 에 지 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치기반 경로 설정 기

법은 노드의 치를 추정하여 의 두 경로 설정 기법보

다 효율 인 경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추가 에 지 소모

가 필요하다.

계층 클러스터 구조는 일반 으로 그림 1과 같이 각 

클러스터 마다 클러스터를 표하는 클러스터헤드

(CH)가 존재하고 클러스터에 속한 클러스터헤드가 아

닌 일반노드들은 데이터 송을 할 때 클러스터헤드에 

송하는 방법을 취한다. (i-1)계층의 클러스터헤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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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i계층에서 일반노드로서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재귀 인 반복 횟수의 결정은 경로 설정 기법마다 차이

가 있다.

 

그림 1. 계층  클러스터링의 구조
Fig. 1 Clustering formation for hierarchical layer

LEACH(Low-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1]

는 2계층의 클러스터에 기반한 경로 설정 기법으로서 노

드의 구성은 멤버노드, 클러스터헤드, 싱크노드로 구분

이 된다. 데이터의 송과정은 각 멤버노드에서 센싱한 

데이터를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의 클러스터헤드에 

송하며, 클러스터헤드는 자신의 모든 멤버노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압축, 가공하여 싱크노드에 직  송하

는 차로 이 진다. 이러한 송과정을 한 개의 라운드 

단 로 정의하 으며 네트워크의 수명 동안에 라운드 

단 의 TDMA 스 쥴을 네트워크에 용한다. 

LEACH에서는 클러스터헤드를 라운드라고 정해 놓

은 단  주기마다 재선출 함으로써 체 노드들에게 소

비 에 지를 고루 분산시키고, 특정 노드의 잔여 에 지

가 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어느 한 클

러스터헤드의 통신반경 밖에 싱크노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클러스터헤드를 포함하여 그 클러스터헤드에 속

해 있는 모든 비클러스터헤드들의 데이터는 싱크노드

로 송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 클러스터 헤드가 된 모

든 노드들은 직  싱크 노드와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에서 헤드 노드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알고리

즘과 헤드 노드를 선택하는 상황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가 요구 된다[9].

RODMRP(Resilient Ontology-based Dynamic Multi- 

casting Routing Topology)[5]는 계층  클러스터의 깊이

에 제한을 두지 않은 계층  클러스터 경로 설정 기법이

며, 한 노드의 이탈이나 새로운 노드의 유입으로 인한 

경로재설정을 신속하게 복원하기 해 양부(step-parent)

노드 방법을 사용하는 탄력 인 경로설정기법이다. 하

지만 RODMRP는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를 결정하는 방

법에 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Seema Bandyopadhyay[8]등은 계층 클러스터 구조에

서 클러스터 헤더선출확률(P)과 클러스터 내에서의 최

 홉 수(k)를 최 화 인자로 정의하고, 추정된 값을 네

트워크에 용했다.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와 에 지효

율성의 상 계를 이론 으로 정리했으며 기본 가정

은 다음과 같다.

- 이동 노드들은 동질  공간 포아송 과정(homogeneous 

spatial Poisson process)에 따라 분포한다 이 때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사각형 역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개수

는 포아송 확률 변수(N)로 정의하고, 이때 확률 변수

(N)은 포아송 공간 도 함수(λ)와 면 (R2)에 의해 λ

R2 값을 가지게 된다..

- 이동 노드들 에서 확률(p)에 의해 클러스터 헤드(CH)

가 선출된다고 할 때 CH들과 CH가 아닌 노드들은 각각 

공간분포함수 PP1, PP0으로 정의 하고 이는 동질  공

간 포아송 과정을 따르며, 공간 도 함수는 각각 λ1=pλ 

와 λ0=(1-p)λ를 갖는다.

- CH가 아닌 노드들은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CH를 

자신의 CH로 선택하여 보로노이 역화를 하고, 네트

워크 역은 보로노이 셀이라고 불리는 역으로 분할

된다. 이때 랜덤변수 Nv를 한 보로노이 셀에 속한 PP0

과정에 속한 들의 개수라고 정의하고, 랜덤변수 Lv 

는 PP0 과정의 들에서 해당 보로노이 셀의 PP1까지

의 거리들의 총 합이라고 정의하면, Nv와 Lv의 기 값

은 각각 다음과 같다[9].

≈  



식(1)

≈  






식(2)

논문[8]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1계층 클러스터는 확

률 P1에 의해서 선출되며, (i+1)계층 클러스터는 P(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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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 Optimal Layer Setting(OLS)

            in CACHE-RODMRP

1. Begin OLS 

     ∀ nodes

2.   Begin Initializing

3.     current layer=1

4.     current consumed energy =0

5.     previous consumed energy =0

6.     intensity = λ

7.     LTH = Crtical value

8.     LINIT = 3

9.   End Initializing

10.  Set routing by RODMRP(LINIT)

11. NODEPROC = ClusterHead(LINIT) that 

    have lowest number of member nodes.

에 의해서 선출된다. 즉, 포아송 확률과정에 의해 i계층 

클러스터헤드는 동질  포아송 과정을 따르며, 이 때 공

간 도 함수 λLi=
  



이다. 

따라서 계층(i) 클러스터 헤드에서 (i-1)계층 클러스터

헤드들 사이의 거리(L)의 합 혹은 임의의 i 계층 클러스

터헤드에서 멤버노드들까지의 거리 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식(3)

여기서 에 지 소비량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용하

기를 1홉당 1단 의 에 지를 소비한다고 가정을 하

으며, 클러스터 헤드 노드와 멤버노드간의 거리와 에

지소비량이 비례한다는 가정은 실 인 경로손실모델

이 아니고 한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이 치한 정보에 

의해 송에 지는 다양한 상호 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의 상황  설정은 정확한 에 지 소비량을 분

석하기에는 주어진 임의의 i 계층 클러스터헤드에서 멤

버노드들까지의 거리 해석에 따른 분석이 보다 강화되

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가장 일반 인  거리에 따른 노

드간의 에 지 소모 모델은 일반 으로 에 지소비량

은 거리 에 비례하며, α는 환경에 따른 변수로서 표 1과 

같다[6]. 본 논문에서는 상기 식(3)의 결과를 사용하여 

(거리)
α

에 비례하는 에 지 소비량을 추정한다.

표 1. 다양한 환경에서의 거리 인자
Table. 1 parameters for different environment

환경 α

자유공간 2

도시공간 2.7-3.5

실내 가시선(line-of-ight) 1.6-1.8

실내 불가시선(non-line-of-sight) 4-6

Ⅲ. 제안하는 CACHE-R 알고리즘

CACHE는 계층  클러스터 구조의 에 지 보존 인 

클러스터 리 기법이며 노드의 분포, 경로설정 기법 등

에 의해서 에 지 효율성에 향을 받는다. 노드의 분포

는 아래와 같다.

이동 노드들은 한 변의 길이가 R인 정사각형 역에

서 동질  공간 포아송 확률 과정을 따라 분포하며, 포

아송 확률 변수 N은 분포된 노드들의 개수로 정의하고,  

N의 평균은 λR
2
 이다. 확률 Pi(i=1,2,...,L)는 클러스터계

층의 최  깊이 L에  해서 i-1계층 클러스터에 속한 노

드들 에서 i계층 클러스터의 클러스터헤드로 선출될 

확률이며, i가 0일 때는 최하  클러스터 계층의 멤버노

드를 의미한다. P1의 확률에 의해 1계층 클러스터헤드

들이 선출되고 난 후에 1계층 클러스터헤드들과 0계층

의 일반노드들은 각각 PP1과 PP0의 독립 인 동질  공

간 포아송 과정으로 분포하며 이 때의 강도는 λ1=P1λ 

와 λ0=(1-P1)λ이다. 다시 1계층의 클러스터헤드들을 2

계층의 클러스터의 일반노드들로 간주하여 P2의 확률

에 의해 2계층 클러스터헤드를 선출한다. 2계층 클러스

터헤드로 선출 된 노드들과 비선출 노드들은 서로 독립

으로 동질  공간 포아송 과정에 따라 분포하며 이 때

의 강도는  λ2=P2P1λ 와 λ1=(1-P2)P1λ이다. 따라서 

(i-1)계층의 노드로부터 i계층 클러스터헤드까지 거리2

의 총합은(i=2,3,...,h) 식(4)의 f(x)에 |x2|를 입하여 구

할 수 있다[9]. 


  

    


   식(4)

다음은 이러한 계층을 갖는 동질 공간에서의 CACHE-R 

알고리즘의 의사코드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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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DEPROC 

12. While ( (Current Layer < # of nodes)

          or (differential error>LTH ))

13.  Begin while

14.      current consumed energy=Eq.(9)

15.    differential error=|current consumed

       energy-previous consumed energy|

16.     increase Current Layer by 1

17.   previous consumed energy = 

        current consumed energy

18.  End while

19.  if(Current consumed energy is

      bigger than previous consumed energy)

20.     Optimal Layer = Previous Layer

21.   else

22.     Optimal Layer = Current Layer

23.   End if

24.  End while

25. broadcasting Optimal Layer

    ∀ nodes except NODEPROC

26. receive the Optimal Layer from NODEPROC

27. Set routing by RODMRP(Optimal Layer)

28. End OLS

아래의 식(5)에 |x2|를 용하여 풀면 식(2)과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식(5) 

각 클러스터헤드는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를 변화시

켜가면서 식(5)의 값이 최소가 되는 i를 찾아 이를 최

화된 계층의 깊이로 결정한다. 비교하는 계층의 깊이는 

최  노드의 개수이며, 노드의 개수가 많을 때에는 비

교에 따른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과 

  
 의 오차를 비교하여 그 오차가 LTH보다 작

게 되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Ⅳ. 시험 환경 및 성능 분석

4.1. 시험환경

제안하는 CACHE-R의 성능분석을 해 MATLAB을 

사용하며, 에 지보존 인 측면에서의 정확성 검증을 

보여주고자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과 비교해 보았다. 

기존 LEACH[1]에서 제안한 1차 모델을 기반하여 계층 

클러스터 구조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Seema 

Bandyopadhyay[8] 등이 제안한  알고리즘과 CACHE-R

을 비교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모의실험을 한 네트워

크의 환경 조건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기 상태의 노드들의 자원은 동일하다.

- 모든 노드는 송세기를 조 하여 통신범 를 조 할 

수 있다.

- 경로손실모델은 자유경로모델(에 지소비량∝거리2)

을 따른다.

- 두 노드 u,v에 해서 E(u,v)를 u에서 v로 데이터를 

송할 때 발생하는 에 지 소비량이라고 정의하면, 

E(u,v)=E(v,u)이다.

-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하는 패킷의 길이는 IEEE 

802.15.4 MAC의 데이터 패킷 임의 최  길이인 

128Byte를 사용한다.

- 노드 기 분포는 2장에서 설명한 분포를 따르며, 

RODMRP에 따라 계층  경로가 설정된다.

- 모든 노드들은 잔여 에 지  통신 범 를 알 수 있다.

4.2. 성능분석

본 에서는 2장에서 설명한 CACHE알고리즘에 

해서 다양한 공간 도를 용시킨 노드들의 분포에 따

른 시뮬 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Seema Bandyopadhyay 

등은 단  거리당 단  에 지를 소비한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경로손실모델이 용되지 않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모든 경우에 해서 단  거리당 에 지 소비량

은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을 통해서 클러스터계층의 깊이를 변화시키고, 클러

스터 계층의 깊이에 따라서 소비되는 에 지량을 측정

하여, 클러스터계층의 깊이와 에 지소비량과의 상

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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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능 분석 환경 
Table. 2 Performance evaluation environment

항목 내용

실험 역 70m x 70m

노드의 수 25,000

단  패킷 크기 128byte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CHE 알고리즘의 데이터 송

에 따른 에 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해서 먼  두 노드

간의 에 지소비량의 추정은  LEACH에서 제안한 1차 

라디오 모델을 따른다. 이 에 지 소비모델에서는 k비트

의 데이터를 d거리만큼 송할 때의 에 지 소비량 Etx

은 다음과 같다.


  × ××                 식(6)

이 때 Eelec는 회로에서 1비트를 기  신호로 처리하

는데 소모되는 에 지(J)이고 , εamp는 1비트를 증폭할 때 

소비되는 에 지량(J)을 나타낸다. 그리고 k비트의 데이

터를 수신할 때의 에 지 소비량 Erx는 다음과 같다.


  ×                            식(7)

기 노드들의 분포는 강도λ를 갖는 공간  포아송 

확률 과정을 따르며 노드들은 확률 Pi(i=1,2,...,n)에 따라 

계층별로 클러스터를 나 다. 따라서 i계층 클러스터헤

드에서 i-1계층 클러스터헤드까지 데이터를 송할 때 

소모되는 에 지는 다음과 같다.



 × ××

  

       식(8)

즉 1계층 클러스터헤드에서 n계층 클러스터헤드까

지 데이터를 송할 때 소비되는 에 지는 다음과 같

다.




 
  





 ××                  식(9)

그림 2. 클러스터 계층 깊이에 따른 에 지소비량
Fig. 2 Total Energy Spent with Number of depth in 

clustering hierarchy

그림 2는 i계층 클러스터헤드로 선출될 확률 Pi를 표 3

과 같이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설정한 후에 식(9)의 값

을 측정한 결과이다. 계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에 지 

소비량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그림1에 사용된 변수
Table. 3 parameters for figure1

case i계층 클러스터 헤드 확률

case1 0.3

case2 1/클러스터 계층의 수

case1의 경우에는 3계층이상부터 값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  계층으로 갈수록 클러스터

에 속한 노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 지 감소 효과를 

볼 수 없다. case2의 경우에는 계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상  계층의 노드의 분포가 많아지면서 에 지 소모가 

감소되는 상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LEACH[6]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ACHE-R의 클러스터 계층 수 변화에 따른 에 지 소

비량 비교이다. [6]에 비해 CACHE와 LEACH의 에 지 

소비량이 많은 것은 거리가 아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 

에 지 소비량을 측정했기 때문이며 좀 더 정확한 소비

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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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층 깊이에 따른 에 지 소비량 비교
Fig. 3 Comparison of our Algorithm and Leach 

Clustering Algorithms

한 LEACH는 2계층으로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를 

제한하 기 때문에 2계층 이후로는 에 지소비량의 변

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강도 λ에 따른 에 지

소비량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노드 개수와 클러스터 
계층 벨에 따른 에 지 소비량

Fig. 4 Total Energy Spent with Number of 
level in clustering hierarchy

그림 4는 i계층 클러스터 헤드 확률 Pi를 (1/클러스터 

계층의 수)로 설정했을 때 노드의 개수에 따른 에 지 소

비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RODMRP의 클러스터 계층 

깊이가 1개, 3개 그리고 5개일 때를 각각 RODMRP1, 

RODMRP3, RODMRP5라고 표시했으며, 노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RODMRP1, RODMRP3, RODMRP5의 서

로간의 에 지 소비량 차이는 좁 지지 않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ACHE알고리즘의 LTH

를 1000으로 설정했을 때, RODMRP6과 RODMRP5의 차

이가 이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 3에서는 RODMRP5

까지의 결과만 나타내고 있다. 네트워크의 환경에 따라 

상황인식을 하여 LTH값을 조정함으로써 최 화된 클러

스터 계층깊이 h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 RODMRP(h)를 

경로설정에 사용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 리 기법인 CACHE-R

는 RODMRP구조에 기반으로 한 계층 클러스터의 깊이

변화에 따른 에 지소비량을 추정하여 이를 용함으

로써 클러스터내의 에 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클러

스터를 에 지 효율 으로 리한다. 클러스터 계층의 

최 의 수는 각 클러스터 계층에 속한 노드들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본 논문에서는 각 계층에 속한 노드들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 때 소비되는 에 지량을 찰하

여 최 의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를 추정하 다. 추정된 

클러스터 계층의 깊이 h를 RODMRP에 용하여 

RODMRP(h)라 명명하 으며, h와 네트워크 내 노드의 

수에 따른 에 지소비량을 찰하 다. 그 결과 클러스

터 계층의 깊이의 수는 많아질수록 에 지 보존 인 결

과를 보 지만, RODMRP(h)와 RODMRP(h+1) (1≦h≦

노드의 수)의 차이값이 미리 설정된 임계값 Lth보다 작

게 되는 시 에서는 RODMRP(h+1) 신에 RODMRP(h)

를 최 이라고 단하여 알고리즘의 결정 속도를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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