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3. 08. 22  심사완료일자 : 2013. 10. 02  게재확정일자 : 2013. 10. 18
* Corresponding Author Kang-Whan Lee(E-mail:kwlee@koreatech.ac.kr, Tel:+82-41-560-1356)
Computer Sciecnc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330-708,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3.17.11.2699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11 : 2699~2707 Nov. 2013

모바일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방향성을 고려한 에너지 
효율적 라우팅 알고리즘 연구

오영준1 · 이강환2*

Energy conserving routing algorithm based on the direction for Mobile 
Ad-hoc network

Young-jun Oh1 · Kong-whan Lee2*

1 Computer Sciecnc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330-708, Korea
2 Computer Sciecnce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Cheonan 330-708,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드 혹 네트워크(Mobile Ad-hoc network: MANET)에서의 상황인식 기반의 스케쥴링 기법

인 DDV(Dynamic Direction Vector)-hop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 MANET에서는 노드의 이동성으로 인한 동적 

네트워크 토폴리지, 네트워크 확장성 결여의 대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드들의 이동성에 따라 에너지 소모

율이 다르며, 에너지 소모율을 최소화하는 라우팅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클

러스터 단위의 동적인 토폴로지에서 노드가 이동하는 방향성 및 시간에 따른 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클

러스터를 생성 및 유지하는 DDV-hop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주어진 노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토폴로지를 

형성함에 있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어진 모의

실험환경에서 노드의 방향성 및 시간에 따른 이동성을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및 라우팅 경로 알

고리즘이 제공되어 네트워크의 최적화된 에너지 소모 결과를 보여주었다.

ABSTRACT 

We proposed the context-awareness routing algorithm DDV (Dynamic Direction Vector)-hop algorithm at Mobile 
Ad-hoc Network(MANET). MANET has problem about dynamic topology, the lack of scalability of the network by 
mobile of node. By mobile of node, energy consumption rate is different. So it is important choosing routing 
algorithms for the minium of energy consumption rate. DDV-hop algorithms considers of the attribute of mobile node, 
create a cluster and maintain. And it provides a path by searching a route more energy efficient. We apply mobile of 
node by direction and time, the alogorighm of routning path and energy efficiency clustering is provided, it is shown 
the result of enery consumption that is optimized for the network.

키워드 : MANET, 에너지 효율성, Direction, Topology, Velocity

Key word :  Mobile Ad-hoc network, Energy-conservation, Direction, Topology,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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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센서노드의 

개발로 인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저전력, 저 비용 통

신 기술과 더불어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기술, RF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센서, 무선 전송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

콜 기반의 무선 송.수신장치,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

세싱 유닛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네트워크 확장성, 자가 

설정, 자가 복구, 멀티 캐스트 라우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재해, 재난 상황 감시 및 군사적 용도로서 임

시적 망을 형성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고안 되었으나, 
언제 어디서나 자율적으로 망을 형성하는 특성으로 인

하여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

가 확대 되고 있다[1][2][3].
MANET(Mobile Ad hoc Network)은 기간망에 의존

하지 않는 이동 노드들로 구성된 자율망 또는 추론망에 

의한 멀티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활용 분야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노드

의 속성 정보를 고려한 라우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MANET의 라우팅 방식은 모든 센서 

노드가 센싱한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보내는 평면적 라

우팅 방식과 센서 노드들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클러

스터 내의 센서 노드가 센싱한 데이터를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취합 후 기지국으로 전달하는 계층적 클러스터

링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4][5][6][7]. 
이 경우 만일 헤드 노드가 방전 되거나 환경이 열악

한 지형에서 노드 동작이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헤

드로부터 보존된 경로가 단절 되어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라우팅 경로를 복구 시켜주어 정상적인 라

우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헤드 노드를 선출하여 전

체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 시켜주는 방안이 필수적이

다. 또한 MANET의 특성상 각 노드들은 이동성, 속도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속성 정보를 가진다. 하
지만 전송대역폭과 에너지 사용에 제약을 가지며 이러

한 특징이 노드간의 잦은 회선 단절과 경로 재설정 문

제를 야기한다. 또한 제한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노

드의 이동성에 따른 잦은 토폴로지 변화로 인하여 기존 

네트워크의 라우팅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트워크 내에 제어 메시지 및 데이터 패킷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러한 불필요한 에너지소모로 인하여 망에서 노드의 수

명을 단축시켜 전체 네트워크의 수명이 단축 되는 문제

점이 발생하게 된다[8][9][10][11].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클러스터 구조의 MANET 

환경에서 상황인식 기반의 스케쥴링 기법인 DDV 
(Dynamic Direction Vector)-hop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DDV-hop알고리즘은 계층적 클러스터 구조의 MANET
환경에서 노드의 이동하는 방향성 및 시간에 따른 노드

의 이동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클러스터를 생성 및 유

지하는 기법으로써 노드들의 에너지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네트워크의 수명과 지연속도 면에서 좋은 성

능을 나타내었다. 
 

. 관련 연구

MANET환경과 유사한 VANET(Vehicular Ad hoc 
Network)에서는 이동성을 가진 노드에 의한 잦은 토폴

로지의 변화에 대해 라우팅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노드의 여러 속성 중 방향 속성을 이용하

여 라우팅 하는 알고리즘인 MDBC(Moving Direction 
Based Greedy Routing Algorithm)는 노드의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 노드의 위치의 x좌표가 

이전 위치의 x좌표가 클 경우에는 동쪽, 작을 경우에는 

서쪽, y좌표가 이전 노드의 y좌표보다 클 경우 북쪽, 작
을 경우 남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노
드의 움직이는 방향이 설정 되면, hello message를 브로

드 캐스팅하여 이웃노드의 위치와 움직이는 방향을 이

웃노드 테이블로 저장하며, 노드는 목적노드까지 패킷

을 전달하기 위하여 DREQ(Destination REQuest)와 

DREP(Destination REPly)를 이용하여 목적지 노드까

지의 안정적인 라우팅 경로를 찾게 된다[12].
Lili Hu는 동적인 VANET환경에서 노드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한 GPSR(Greedy Perimeter Stateless 
Routing)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노드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한 GPSR 알고리즘에서 노드는 노드의 속도와 방

향정보가 담긴 hello 패킷을 주기적으로 보내어 이웃노

드의 현재 위치를 파악 하며 노드의 속도와 방향 정보

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 수식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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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현재 시간을 의미하며, 는 이전에 hello

패킷을 받은 시간 와 는 노드의 속도를 의미한다. 

상기 식에 의해 이웃 노드의 위치를 파악하며, 이후 패

킷을 목적 노드에 전달하기 위하여 노드의 속도와 방향

을 고려하여 전달 확률을 계산하여 패킷을 전달하게 된

다[13].

. 본  론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이동하는 방향성 및 속도에 따

른 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클러스터를 생성 

및 유지하는 기법인 DDV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
존 클러스터링 기법은 노드의 이동으로 인하여 네트워

크 토폴로지가 지속적으로 변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

가 변할 때 마다 토폴로지 변경 정보를 네트워크 전체

로 브로드 캐스팅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가중시키는 문

제점이 발생하여 배터리를 사용하는 노드들은 자원 사

용에 있어 많은 제약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노드의 이동성에 따른 방향성 및 이동 속도가 같은 

노드들끼리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화를 줄일 수 있고 각 노드에 대한 에너지 소모를 최

소화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라이프 타임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호처리 과정은 노

드의 이동성 및 속도에 따른 클러스터링 과정과 클러스

터링 형성 후 클러스터 헤드 노드를 교체하는 상황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3.1. 클러스터링 형성 과정

본 논문에서는 노드가 이동하는 방향성 및 속도에 따

른 클러스터링 호처리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1. DDV-hop에 따른 클러스터링 호처리 과정

Fig. 1 The Process Clustering by DDV-hop

위 그림 1과 같이 노드의 방향성 및 속도에 따른 클러

스터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사용되는 노드의 방향성 및 속도가 같은 노드들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1차원 구조에서의 모델링

Fig. 2 The Modeling in one-dimensional structure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노드들은 위(DDV1), 
아래(DDV0)로 방향성 및 이동 속도의 크기 벡터를 포

함하는 속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드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 비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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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노드는 1이라는 방

향성을 속성 정보를 갖고 있고 5라는 이동속도를 갖고 

있다면 로 표현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

든 노드들은 위와 같이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속성 정

보를 갖게 되고 같은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노드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 그림 3은 초기 노드의 배치 및 방향성 및 속도의 

속성정보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 영역의 중심에 베이스스테이션이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베이스스테이션을 기준으

로 4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그림 3. 노드의 배치 및 방향 및 속도 설정

Fig. 3 Initialize Direction and Velocity of Node

초기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 4
와 같이 각 영역의 중심에 있는 노드들이 클러스터 헤

드로 선출이 되고 같은 속성 정보를 갖고 있는 노드들

을 찾게 된다. 또한 각 영역의 경계에 있는 노드들은 자

신의 이동하는 방향성 및 속도 정보에 따라 가장 유사

한 영역으로 편입이 되며, 편입된 영역에서 클러스터링

을 형성한다. 
각 영역에 있는 노드들은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현재 소속되어있는 영역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 한

다. 이 경우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최종 자신

이 속한 영역에서 클러스터링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자신이 A라는 영역에 속해있다가 B라는 영

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동성 

및 속도의 속성정보에 따라 B영역에서 다시 클러스터

링을 형성하여 라우팅 경로를 유지한다.

그림 4. 초기 클러스터 헤드노드 선정

Fig. 4 Selection of the Initial Cluster head node

위 그림 4와 같이 초기 클러스터 헤드가 선출이 되면 

주변의 노드들에게 헤드 노드로 선정되었음을 알리게 

되고 알림을 받은 일반 노드들은 자신과 가까우며, 이
동 방향 및 속도를 고려하여 헤드 노드를 선택하여 조

인 메시지를 보낸다. 조인 메시지를 받은 헤드 노드는 

자신의 멤버 노드로 등록하여 다음 그림 5와 같이 클러

스터 형성이 완료 된다.

그림 5. 클러스터 헤드노드 선정 후 클러스터 화 과정

Fig. 5 The Process Clustering after Selection Cluster 
head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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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5와 같이 초기 클러스터링이 설정 되면, 멤버 

노드들은 메시지를 헤드 노드들에게 전송하고, 헤드 노

드는 베이스스테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라우팅 

구조를 갖게 된다. 다음 표1은 클러스터 형성 과정 의사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클러스터 형성 과정 의사코드 

Table. 1 The Pseudo code of Cluster formation

Divide network-area by base station
for all   do
  for all ∈  do
     if  is center of   then

     is 
for all   do
    sends announcement message to 
  for  when receive announcement message do
    if  region≡  region and 
        ≡  then
       sends join message to 
     is registered   node by 
      sends register message to 

3.2. 클러스터 헤드 노드 교체 과정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에너지 부하를 줄이기 위하

여 헤드노드 교체 시기는 다음 수식 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odG

N






 
∀ 






    

     










(2)

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의미하며, 
 
∀ 





는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전체 노드가 갖는 에너지 잔량

의 평균 를 의미하며, 는 I번째의 현

재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기존 라운드

에서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의

미하며, 센서 노드의 가 0일 경우, 이전 라운드에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는 0이 되며, 가 1일 경우, 상기 수식 1의 계산에 

의하여 클러스터 헤드노드의 수행확률이 계산된다. 또
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증명을 하기위해 LEACH 모
델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모율을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의 경로에 대한 에너지 소모율은 다음 수식 (3)과 (4)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4][15][16].

  × 
×
×
×
×

(3)

  ×  (4)

여기서, 은 데이터 패킷의 bit당 소모되는 에너

지량, 은 데이터 패킷의 수, 는 데이터 패킷 신호

를 증폭하기 위해 bit당 소모되는 에너지량, 는 거

리, 는 잔여 에너지량, 는 이동속도, 
은 방향성을 의미한다.

표 2. 클러스터 헤드노드 교체과정 의사코드

Table. 2 The pseudo code of Change cluster head node

Base station sends message to  
about changing cluster head node.
for all   do
  for all     do
    calculate  of 
    is   when  is max value. 
for all   do
    sends announcement message to 
  for  when receive announcement message do
    if  region≡  region and
       ≡  then
       sends join message to 
     is registered   node by 
      sends register messag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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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및 분석

제안한 DDV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이동 노드의 방향성과 속도 정보에 따른 에너지 

변화율을 모의 실험 하였다. 또한 각 라운드에 따른 노

드의 변화량을 관찰하여 비교 실험 하였다. 또한 DDV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Random 네트

워크를 사용하였으며, Random 네트워크는 특정 제약

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링 및 헤드 노드 교

체를 하고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 주어진 모의 실험 환경은 노드의 분포영

역이 100 × 100(m)에서 노드를 무작위로 배치 후 노드

의 방향성과 속도에 따라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각 이

동 노드의 방향성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노

드의 속도는 0.01m/s ~ 0.16m/s 사이에서 무작위로 값

이 배정된다. 전체 네트워크 영역의 중심에 베이스스테

이션이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베이스스테이션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모의 실험하였다.

항목 내용

 50nJ/bit

 10pJ/bit*m^2

패킷의 크기 500bit

노드의 수 100EA~400EA

노드 속도 0.01m/s 0.16m/s

노드 초기 에너지량 100J

네트워크 영역 100 × 100 (m)

표 3. 모의실험 환경

Table. 3 Simulation Environment

그림 6은 DDV 알고리즘과 Random 네트워크의 라

운드에 따른 생존 노드의 변화량을 비교 실험한 결과

이다.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드의 방향성 및 속도

에 따른 이동성을 반영함으로써 각 라운드에 따라 노드

의 생존 주기는 DDV-hop알고리즘이 더 좋은 결과를 보

여주는 것으로 보아 각 노드간의 방향성 및 속도 정보

에 따른 에너지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Random 네트워크와 DDV-hop 알고리즘 모두 생존 시

간은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a)

(b)

(c)

그림 6. DDV 알고리즘과 Random 네트워크의 라운드에 따른 

노드 변화량 비교 (a) N=100, k=4 (b) N=200, k=8 (c) 
N=400, k=16
Fig. 6 Comparison of the Changing node about DDV- 
algorithms and Random network of Round (a) N=100, 
k=4 (b) N=200, k=8 (c) N=400, k=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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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드의 방향성 및 속도에 따른 이동성을 반영

한 DDV-hop 알고리즘이 Random 네트워크 보다 노드

의 생존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DDV-hop의 클러스터 수에 따른 각 네트워

크의 평균 에너지량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 환경은 100 
X 100 크기에서 각 100, 200, 400개의 노드를 랜덤 하게 

배치 후 클러스터 수에 따른 평균 에너지 소모량을 측

정 하였다.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클러스터 수 및 

거리 함수에 따라 노드 수 가 증가 할수록 경로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평균 에너지 소모량은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층적 프로토콜인 모바일 에드혹 네트워크

에서 클러스터 수는 에너지 소모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DDV-hop 알고리즘의 클러스터 수에 따른 노드의 평

균 에너지 소모량

Fig. 7 Average Consumption Energy of Node with The 
Cluster's Number of DDV-hop Algorithms 

그림 8은 네트워크의 시간에 따른 잔존 에너지량을 

비교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트워크의 시간에 따라 네트워크의 잔존 에너지량이 

DDV-hop홉이 더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율을 보여주

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노드간의 방향성 및 속도 정

보에 따른 에너지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DDV-hop알고리즘과 Random 네트워크의 시간에 따

른 네트워크의 잔존 에너지량 비교

Fig. 8 Comparison The residual amount of Energy about 
DDV-hop Algorithm and Random network over time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의 이동성에 따른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지속적으로 변

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DDV-hop 
알고리즘은 MANET의 계층적 클러스터 구조에서 노드

의 이동하는 방향성 및 속도에 따른 속성정보를 고려하

여 클러스터를 생성 및 유지하는 기법이다. 노드의 속

성 정보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최적의 에너

지 효율적인 라우팅 경로를 확보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라이프 타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

서 노드의 속성 정보에 따른 클러스터링 후 라우팅 경

로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DV-hop 알고리즘이 에너지 소

모량이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센서 네트

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높

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네

트워크 토폴로지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향후 다른 속성 정보와 함께 비교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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