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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의 노드들이 유사한 이동 특성을 보이는 그룹 이동성을 고려하 을 때, 동일 그룹에 속한 노드간의 상  

속도는 작기 때문에 그룹 내 라우  업데이트 주기를 길게 설정하여 라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

지만,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이 하되기 때문에 상  속도가 큰 그룹 간의 패킷 송 성공률이 감소된다. 그룹 간

의 라우  오버헤드를 패킷 송 성공률의 하 없이 감소시키기 해 이동 응 인 라우  업데이트 구조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각 그룹 단 로 이동성을 측을 하고 이를 통해 라우  업데이트 주기

를 유동 으로 조 하여 라우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한 한 인  그룹을 계(relay) 그룹으로 설정하여, 

추후 이동성에 의해 두 그룹간의 직 인 연결이 단 되더라도 계 그룹을 통해 통신이 원활이 유지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오버헤드가 감소하고 패킷 송 성공률이 높아지게 된다.  

Key Words : Group mobility, mobility prediction, routing update overhead, delivery success ratio

ABSTRACT

With group mobility, minimizing routing overhead among intra-group nodes can be achieved by making longer 

the routing update period, which may lead to degradation of inter-group's routing performance and consequently 

the inter-group packet delivery success ratio will be decreased. To reduce the inter-group routing overhead 

without lowering the inter-group packet delivery success ratio, a mobility-adaptive routing update(MARU) scheme 

is proposed in this paper. Main idea of the proposed scheme is group-based mobility prediction and updating 

routing paths by selecting intermediate common relay groups. 

Ⅰ. 서  론

무선 통신 기술의 발 에 따라, 이동성을 지원하

는 네트워크에 한 심이 최근에  더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의 역이 고정된 인 라에

서 벗어나 다양한 이동성을 가지는 사물로 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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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룹 이동성 제
Fig. 1. Example of group mobility

나아가고 있으며, 통신 노드의 이동성에 하여 여

러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에서 노드의 이동성이 

개별 단 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룹 단

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

었다
[1]

. 이러한 이동 연 성(mobility correlation)이 

통신 노드 간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활

용하는 응용  통신 기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단  활동이나, 장 상황에서 운용

되는 군용 네트워크의 군사 임무와 같은 경우처럼 

다수의 통신 노드들이 유사한 이동 특성을 보여주

는 그룹 이동성이 가정되는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개별 단 의 이동성을 기본으로 한 이동 네트워크

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개별 단  이동성은 

노드들 간의 이동시에 공통되는 이동 특성이 없이 

모두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 없이 임

의 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반면 그룹 단  이동의 

경우에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그룹이 이동성 한 공유하기 때문에 그

룹과 멤버 노드간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여 그룹 

멤버 노드들은 그룹이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서 움

직이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 으로 그룹 단  이동의 경우 동일 

그룹 내부의 노드들 간의 통신은 치 변화가 그룹 

범 로 제한되어 나타나게 되고, 이는 고정된 네트

워크내의 노드간 통신과 보다 가까운 특성을 가지

게 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노드

간의 통신의 경우에는 개별 단  이동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치 변화가  네트워크 범 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이동성의 변화가 극심한 경우

이므로 라우  신뢰성  오버헤드로 인한 성능 

하에 매우 직 인 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그룹 이동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일

반 인 라우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룹 기반으

로 라우 을 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장 은 라우

 오버헤드를 경감시켜 라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다. 상 으로 그룹 내부 노드간의 

토폴로지가 안정 이기 때문에 주기 인 라우  업

데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룹 내부 노드간의 경로를 갱신하게 되면 

그룹 내 노드간의 통신에 따르는 많은 수의 라우  

오버헤드를 일 수 있다. 한 그룹 리더와 그룹 

멤버라는 개념을 두어서 그룹 간의 통신을 그룹 리

더라는 노드가 담당하게 하도록 계층 인 라우 을 

용하는 경우, 그룹 내에 있는 개별 노드들이 모두 

타 그룹에 한 라우  경로를 악하지 않아도 그

룹 리더가 이를 신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그룹간

의 통신에 따르는 라우  오버헤드 한 이러한 방

식으로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즉, 그룹 

내부에서의 통신은 개별 노드가 담당하고 만약 타 

그룹에게 송할 패킷이 있다면 그룹 리더에게로 

포워딩하여 송하도록 하여 복되는 라우  경로 

갱신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다.

그 지만 이동 환경에서 그룹 간 통신에서 각각

의 그룹 리더가 다른 그룹에 한 경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패킷 송 성공률과 같은 라우  성

능을 하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그룹 이동성을 가지는 네트워크에서 이

동 응 인 라우  업데이트 구조를 제안한다. 제

안하는 구조는 그룹 간 라우 에서의 업데이트 간

격을 이동성에 따라 가변 으로 설정하여 패킷 

송 성공률의 하 없이 라우  오버헤드를 경감시

켜서 라우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그룹 

이동성을 고려한 라우  련 연구들을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이동성을 고려한 라우  업데이트 구

조를 제안한다. IV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기존

의 라우  기법들과 성능비교를 하여 제안하는 알

고리즘이 라우  오버헤드의 감소에 효과 임을 증

명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과

제에 해 서술한다.

Ⅱ. 련연구

기존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MANET(mobile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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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eo-LANMAR 라우  로토콜
Fig. 2. Geo-LANMAR routing protocol

hoc network)에서의 라우  로토콜이 그룹 이동 

특성을 가지는 네트워크에 한 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그룹 내의 노드들이 가지는 상호 의존성

을 활용하지 않고, 모든 노드들이 개별 이동성을 가

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라우 을 하기 때문에 그룹 

내부 통신이나 그룹 간의 통신에 해서 동일하게 

라우 을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라우  오버

헤드가 지나치게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그룹 기반 이동 특성에 합한 라우

 로토콜들이 제안되기 시작하 다. 부분의 제

안되는 그룹 기반 라우  방법들은 그룹 내부 노드

간의 토폴로지 유지를 한 라우  로토콜과, 그

룹 간의 토폴로지 유지를 한 라우  로토콜을 

달리하는 하이 리드 라우  로토콜(hybrid 

routing protocol)을 사용하고 있다
[2][3]

. 그룹 내부 

노드간의 통신에 따른 라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

기 해서 그룹 내부의 통신을 한 라우  로토

콜을 따로 두고, 타 그룹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해

서 그룹 리더가 타 그룹 리더와의 경로를 유지하기 

한 라우  로토콜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라우

을 수행한다. 각각의 그룹은 서로 다른 이동 특성

을 가지기 때문에 그룹 리더 단 의 라우  업데이

트는 개별 단  이동성의 경우처럼 생각될 수가 있

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라우  방

법이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Geo-LANMAR
[4][5]

와 같은 경우, 표 인 그룹 

기반 라우  로토콜로서, 그림 2와 같이 그룹 내

부 노드간의 통신을 해서는 링크 상태(link-state) 

라우 을 사용하고 그룹 간 리더 사이의 통신을 

해서는 그리디 포워딩(greedy forwarding)의 일종인 

geo-forwarding을 사용하는 하이 리드 라우 을 제

안하고 있다. 그룹 내부 노드들은 상 으로 안정

인 토폴로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따

라 업데이트하는 링크 상태 라우 을 사용하여도 

신뢰성이나 효율성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빈번하게 이동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그룹 

간의 통신을 해서 그룹 리더들은 거리에 따라 주

기 으로 그룹 간 라우  정보를 geo-forwarding을 

통하여 갱신하게 된다. 이 때에, 자신의 치 정보

를 담은 링크 상태 패킷을 송할 때에 

TTL(time-to-live) 설정을 통하여,  결과 으로 그룹 

간 라우  업데이트는 홉 수에 따라서 주기 으로 

수행되게 된다.

Geo-LANMAR의 inter-group 라우 은 가까이에 

있는 그룹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방식

으로 이는 그룹 이동성의 변화가 낮은 경우에 합

한 방식이다. 송을 원하는 목 지 그룹의 이동이 

제한 으로 나타나서 치 정보를 이용한 

geo-forwarding을 통해서 목 지 그룹을 추 해 나

갈 수 있다면 라우  오버헤드도 일 수 있고 성

공 으로 그룹 간의 송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

동성이 매우 큰 그룹 이동 네트워크의 경우라면 

치 정보를 바탕으로 떨어져 있는 그룹을 찾아 나가

는 것이 성공률이 매우 낮을뿐더러 국부 최

(local maxima)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패킷 송 성

공률이 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불필요한 러딩(flooding)을 제한하면서도 그룹 

간의 연결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히 치 정보만을 가지고 목 지 

그룹을 추정하는 경우의 신뢰성 하락 문제를 피하

기 어렵다. 그룹 간의 이동성에 따라서 가변 으로 

라우  업데이트 간격을 제어하여 정확한 경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 간 라우  

업데이트 수는 최소화 하면서도 이동성 변화에 상

없이 지속 으로 그룹 간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동성 측

(mobility prediction)은 각 노드의 이동성 정보를 

바탕으로 노드간의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을 측하

는 방식이다
[6]

. 이를 이용하여 재의 상호 이동 상

황에서 언제까지 연결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악

하고 라우  업데이트를 한 시간에 조건 으로 

수행할 수 있다.

    

 
 

 


cos cos
   
 si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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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  연결된 그룹간의 라우  제
Fig. 3. Routing example between two directly connected 
groups

이동 노드 와 의 좌표를 각각   , 

라고 하고, 각각의 이동 속도가  , 일 때 식 (1)

을 이용하여 LET(link expiration time) 를 구할 

수 있다
[9]

. 여기서  , 는 이동 방향을 나타내며 

≤   를 만족한다. 이를 통해 링크 연결이 

끊어지는 시간을 구하여 라우 에 활용할 수 있다. 

그룹 단  이동성을 가지는 네트워크의 경우 그룹 

내부 노드간의 LET 값은 무척 크겠지만 인 한 서

로 다른 그룹의 노드와 같은 경우 서로 다른 이동 

특성으로 인하여 LET 값의 변화가 클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LET 값을 바탕으로 그룹 간의 연결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측하고 구간 내에 추가

인 그룹 간 라우  경로를 확보하여 연결이 끊어지

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Ⅲ. 이동성을 고려한 라우  업데이트 구조

어떤 그룹 내의 노드가 패킷을 송하고자 할 때

에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의 경

우는 동일한 그룹 내에 있는 다른 노드에게 패킷을 

송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

이 속해 있는 그룹에 존재하는 노드가 아닌 다른 

그룹에 속한 노드에게 패킷을 송하고자 하는 경

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 라우  

업데이트 방법을 기술한다.

3.1. 그룹 내의 노드간의 라우  업데이트

동일한 이동 특성 를 갖는 노드들로 이루어진 

임의의 그룹을 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각 그룹의 

그룹 리더는 자신이 속한 그룹 내의 일반 멤버 노

드의 라우   멤버 노드의 그룹 탈퇴와 가입을 

리한다. 한 그룹 리더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멤

버 노드들이 존재하며 그룹 리더와 각각의 멤버 노

드 사이에는 통신 경로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그

룹 이동 조건에서 그룹 내 노드들 간의 토폴로지는 

노드간의 상 속도가 작기 때문에 비교  안정 으

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룹 내 노

드간의 라우  시에는 Geo-LANMAR와 같은 링크 

상태 라우  방식으로 경로를 갱신하도록 가정한다. 

이는 그룹내에서의 이동 범 가 제한되어 있는 그

룹이동특성 때문에 라우  테이블의 갱신이 매우 

드물게 일어날 것이고 경로 변화시에 이를 빠르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 내 멤버 노

드들이 지속 으로 그룹 리더 노드에 한 경로를 

유지하여 그룹 간 통신에 있어서 빠르게 패킷 달

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3.2. 그룹 간의 라우  업데이트

임의의 그룹 A와 B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 단할 수 있다. 

  


 
 ⇔∃

 ∈ ∈  
  

 
그룹 A의 특정 멤버 노드 와 그룹 B의 특정 

멤버 노드 가 서로 연결된 링크를 가지고 있는 경

우, 각 그룹은 와 를 게이트웨이로 이용하여 서

로 정보 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룹 A와 B가 서

로 직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단한다. 이 때 두 

노드 , 간에 형성된 링크를 라 하고 

식 (2)와 같이 두 그룹 
 

간의 연결성을 정의

한다. 인  그룹과의 연결성을 단하기 해서는 

그룹 내의 노드간의 링크 상태 라우  업데이트를 

통해 그룹 리더가 다른 그룹 노드와의 링크를 가지

고 있는 노드에 한 정보를 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림 3과 같이 그룹 A에 있는 노드(sender)가 

다른 그룹 B에 있는 노드(destination)에게로 송하

고자 할 때, 그룹 A에 있는 노드는 자신의 1홉 이

웃정보를 우선 확인한다. 그룹 B의 노드가 이웃으

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패킷을 바로 송하도록 한

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속해 있는 그룹 A의 리

더에게로 패킷을 달하게 된다. 자신의 그룹 멤버

로 부터 패킷을 달받은 그룹 A의 리더는 수집한 

링크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목 지 그룹 B가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룹인지 분리되어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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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신 반경의 외 과 통신 단  시 과의 상 계
Fig. 4. Correlation between the circumscription of coverage 
and the disconnection of communication for two groups

룹인지를 단하고 이에 따라 그룹 B에게로 송하

는 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그룹 A와 B가 직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 같은 두 그룹을 이어주는 내부 링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룹 리더는 타 그룹 노드와 링크

를 가지고 있는 노드에게 패킷을 재 송하게 된다. 

이를 받은 와 같은 노드들은 앞서 설명한 로 자

신의 1홉 이웃정보를 바탕으로 상  와 같은 노드

에게 바로 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노드는 목 지 노드에게로 그룹 내의 노드간의 링

크 상태 기반 라우 을 수행한다.

이 게 직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라우  방식

은 상호 그룹이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따라서 송

을 하게 만드는 식으로 간단하게 구 할 수 있지만 

본격 으로 다 야하는 문제는 이러한 그룹 간의 

연결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시

에 라우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라

우  업데이트 시 이 무 빠르게 되면 불필요한 

라우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고, 라우  업데이트 

시 이 무 늦게 되면 상호 그룹 사이의 경로를 

잃게 되어서 라우 이 실패하게 되어 신뢰성이 

하되게 된다.

따라서 그룹 단 의 이동성 측을 통하여 상호 

그룹이 첩되지 않고 분리되는 시 을 측하여, 

사 에 상호 그룹간의 연결을 지속 시킬 수 있는 

계 그룹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속해서 

그룹 간의 라우  경로를 유지하여 이동 응 인 

라우  업데이트로 신뢰성을 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라우  오버헤드를 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3.2.1. 연결 구간  업데이트 구간 계산

련연구를 통해 개별 단  노드의 이동에 있어서 

식 (1)과 같은 방식으로 노드간의 LET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를 그룹 단 로 용하여 그

룹간의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기 

해서는 게이트웨이간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룹 간에 와 같이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링크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상호 연결 링크 

′′ 가 만들어진다면 그룹 간의 연결은 계속

해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시 에 

존재하는 한 의 게이트웨이간의 LET를 구하여 

그룹 간의 LET를 측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기존

의 노드간 LET와 구분하기 하여 그룹간의 LET

를 virtual LET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하기 해 두 

그룹간에 링크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노드의 을 

식 (3)과 같이 비교하여 그룹간 최  거리를 유지하

고 있는 노드 인 를 찾는다.

 
argmax
   

∃  ∈ ∈ 
각각 그룹 A와 그룹 B에 속한 임의의 노드  

가 서로 근 하여 통신 링크가 존재할 때, 이러한 

노드 의 집합은 게이트웨이로 사용될 수 있는 후

보군이 된다. 이 때, 그룹 A의 리더 와 노드 간

의 물리  거리인 와 그룹 B의 리더 

와 노드 간의 거리  의 합이 최 가 되

는 노드  는 두 그룹이 멀어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링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된다. 따라서 그룹 A와 그룹 B의 통신 반경  

는 각 그룹리더와  간의 거리에 개별 노드의 

통신 반경인 를 더해 식 (4), 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  그룹에 해 작용하는 통신 

범 를 의미한다.

  
 

  
  

   식으로 부터 상호 연결된 그룹 A와 B에 

하여 최  통신 반경을 각각 구하고, 이에 따른 

그룹 통신 반경의 외  조건을 식 (6)을 통해 구하

여 두 그룹간의 연결성이 끊어지는 시 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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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뢰구간계수 K와 라우  업데이트 구간
Fig. 5. Routing update point depends on the reliability 
factor K

있다. 

    

이 때, 각 그룹의 치 좌표   와 

  는 각 그룹 리더  의 치 좌표와 동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그룹의 구성이 그

룹 리더로부터 일정 반경 안에 속한 노드들로 이루

어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룹 A와 B의 이

동속도 는 각 그룹 리더의 이동속도와 동일

하다. 이는  시간에서 각 그룹의 최  통신 반경

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

하게 되면서 상호 그룹에 작용하는 통신 반경은 변

화하게 된다. 그 지만 그룹 내 멤버간의 의존성에 

따라 상 으로 안정된 토폴로지를 유지하므로 그

룹 이동에 따르는 오차도 제한 으로 나타나게 되

며 차후 신뢰구간계수 K값을 두어 신뢰할 만한 연

결 구간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결 구간에서 연

결이 끊어지는 시기를 계산하는 것은 통신 반경이 

외 하는 순간을 계산하며 구할 수 있다. 두 그룹간

의 외  조건인 식 (6)을 이용하여 속도 단 를 

입하여 식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두 그룹 A와 B

의 virtual LET값인 를 구할 수 있게 된다.

 
 





  






cos cos
  
sin sin
  

는 실제 그룹 내의 노드들이 조 하지 않고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는 오차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신뢰성을 보장

하기 해서는 계산된 virtual LET보다 미리 인  

그룹 간 라우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5는 라우  업데이트 구간이 두 그룹간의 연결이 

완 히 단 되기 이 에 이루어지는 것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를 제어하기 한 0과 1사이의 값 K

를 신뢰구간계수로 두고 본 논문의 마지막에 실험

을 통해 이 값을 달리하면서 라우  업데이트를 수

행하여 성능을 비교 한다. 이를 통해 신뢰성을 유지

하면서도 라우  업데이트 오버헤드를 경감시킬 수 

있는 K 값을 찾아보도록 한다.  

3.2.2. 라우  업데이트를 통한 계 그룹 선택

앞서 그룹 단 의 치 정보  이동성 정보를 

활용하여 그룹 간 연결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계

산하고 신뢰구간계수 K를 이용해서 다음 라우  업

데이트 구간을 정하는 것에 해서 설명하 다. 처

음 네트워크 반에 걸쳐서 기화 과정을 통해 라

우  정보를 갱신한 이후부터는 연결 구간  업데

이트 구간을 계산하는 제안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음 라우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라우  업데이트 시에 우리는 기존의 그룹 

간 직 인 연결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

에 간에 계 그룹을 선정하여 그룹 경로를 우회

하여 두 그룹간의 라우 을 지원하도록 한다.

각각의 개별 그룹 리더들은 링크 상태 라우  업

데이트를 통해 다른 그룹과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

는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안한 이

동성 측 기법을 통하여 각 그룹과의 virtual LET 

값을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계 그룹을 선정

한다. 즉, 추가 인 라우  경로를 확보하기 해서 

재 연결되어 있는 두 그룹 리더는 가지고 있는 

이웃 그룹들의 ID정보와 각 그룹에 해당하는 

virtual LET 값을 라우  업데이트의 경우에 교환하

게 된다. 이를 교환하면 각 그룹 리더는 자신과 상

 그룹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결을 유지하는 

이웃 그룹을 계 그룹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그림 6과 같은 경우 그룹 A와 B는 재 직  

연결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룹 이동성에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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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Virtual LET와 계 그룹 선정
Fig. 6. Relay group selection using virtual LET

Parameter Value

Simulation Time 1000s

Number of Mobile Nodes, N 50

Simulation Area 2000m x 2000m

Transmission Range for Mobile Nodes 100m

Pause Time for Mobile Nodes 50s

Max. speed of Mobile Nodes, Vmax 15m/s

Number of traffic pairs 20

Speed of Mobile Nodes Vleader(±5)

Reliability Factor, K 0.8

표 1. 모의실험 환경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if(Ti,j * K Connection Update timer is expired) 

  // i,j groups are connected

  { exchange LET table and complete LET table

   max=0;

   num=0;

   for (n=0; i<N; n++)

    { if (n is common neighbor?)

      { RET(n)= Min {LET(i,n),LET(j,n) }

        if (max==0)

        { max=RET(n); num=n }

        else

        { if(RET(n)>max)

         { max=RET(n); num=n }

        }      } 

   if(max!=0)

   { update ROUTE(i,j}

   } then return num; //set i-n-j route

   // num: Relaying Group ID, max: Relaying RET

그림 7. 계 그룹 선정 알고리즘
Fig. 7. Relay group selection algorithm

결이 단 되는 것을 방하기 해 라우  업데이

트를 수행하여 서로 상 방의 이웃 그룹 ID와 이에 

해당하는 virtual LET 값을 교환한다. 만약 그룹 C

를 계 그룹으로 선택하는 경우, A-C 사이의 연결

은 50, B-C 사이의 연결은 200으로 체 인 

A-C-B의 virtual LET는 C에 해당하는 virtual LET

의 최소값인 50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룹 D의 경우 

에는 10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해서 

그룹 D를 계 그룹으로 선정하는 경우, C를 선택

했을 경우보다 오랫동안 그룹 A와 B 사이의 연결

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D를 계 그룹으로 각 그룹 

A와 B의 리더가 단하여 라우  테이블에 장한

다. 따라서 라우  업데이트 이후 그룹 A에 있는 

노드가 그룹 B에게 패킷을 송하려고 하는 경우, 

그룹 A의 리더는 그룹 D의 노드에게 패킷을 달

하고, D가 다시 B에게 계하는 라우  경로를 확

보하게 된다. 물론 추가 인 이동성으로 인해 계 

그룹과의 경로가 갱신되는 경우, 지나치게 홉 수가 

늘어나서 라우 이 혼잡해지고 성능이 하되므로 

계 그룹은 단일 그룹으로 제한하고 경로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분리된 그룹 간의 치 정보

를 이용한 라우  업데이트 구조를 수행하여 라우

을 시도하도록 한다. 즉 A-D-B에서 A-D-C-B와 

같은 식으로 경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에 기

술된 이웃 그룹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Ⅳ.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룹 이동 네트워크에서의 

이동 응 인 라우  업데이트의 성능 평가를 

하여 MATLAB을 사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구

하 으며, 비교 분석을 해 러딩 기반의 

on-demand 라우  로토콜인 AODV와 그룹 기반의 

주기 인 라우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Geo- 

LANMAR를 추가 구 하 다. 데이터 송 성공률

과 라우  오버헤드 측면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하

으며 기본 인 환경 설정은 표 1과 같다. 한 

송된 신호의 세기가 거리에 지수비례하여 감소하는 

경로손실모델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서 이동 

응 인 라우  업데이트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라우  오버헤드를 효과 으로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송 성공률과 같은 신뢰성 측면에서의 성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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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이동 속도에 따른 패킷 송 성공률
Fig. 8. Packet delivery success ratio with mobile group speed 

그림 9. 이동 속도에 따른 라우  오버헤드
Fig. 9. Routing overhead with mobile group speed

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림 8은 이동 속도에 따른 패킷 송 성공률을 

알아본 것이다. 그룹 이동의 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룹 간의 라우 이 깨어지고 라우 이 실패

하는 경우도 차 많아지게 된다. RREQ, RREP와 

같은 제어 메시지로 필요시마다 러딩을 통해 경

로를 확보하는 AODV의 경우 이동 속도가 증가하

여도 상 으로 높은 데이터 송 성공률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Geo-LANMAR는 

홉수에 따라서 주기 인 라우  업데이트를 

geo-forwarding을 통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그

룹의 최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라우  성

공률이 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

히려 그룹 내부 노드간의 송이 성공 으로 이

져서 라우  성공률의 하가 상 으로 작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제안하는 라우  로토콜은 

이론 으로 그룹 간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측하

여 이동 응 으로 라우 을 업데이트 하여 경로

를 지속 으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이동성이 커지면

서 분리되는 그룹이 발생하고 그룹 단 의 제한된 

치 추정으로 AODV와 같은 필요시 마다 러딩

을 통해 경로를 확보하는 데에 비해서 경로 갱신이 

제한되기 때문에 송 성공률이 AODV에 비해서는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림 9는 이동 속도가 변화함에 따른 라우  오

버헤드를 측정한 결과이다. AODV의 경우, 그룹 내

부 노드이건 외부 노드이건 계없이 경로를 찾기 

해 네트워크 반 으로 러딩을 활용하기 때문

에 그룹 이동 속도가 증가하여 경로를 지속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우  오버헤드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Geo-LANMAR는 

그룹 내 라우 은 노드 간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지 않고, 그룹 간 라우 도 주기 으로 

geo-forwarding을 사용하여 많이 발생하지 않는 모

습이지만, 목 지 노드가 이동성으로 인해 치가 

빈번하게 바 는 상황에서 이를 추 하려는 로세

스를 더 하여, 체 으로 라우  오버헤드가 증가

하면서 성능을 하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제안하는 라우  알고리즘의 경우 인  그

룹에 한 라우  업데이트를 이동성 측을 기반

으로 조건부로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라우  

오버헤드가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성 측 기반 라우

에서 고려해야 하는 은 그룹의 이동 상황에 따라 

각 그룹의 상  그룹에 한 통신 반경이 고정 이

지 않고 변화한다는 이다. 따라서 구한 virtual 

LET 값에 맞춰서 라우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되

면 이미 연결이 끊어진 이후에 뒤늦게 계 그룹을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성의 수

을 결정하는 신뢰구간계수 K값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임의 으로 설정하여 이를 조 하면서 송 

성공률  라우  오버헤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

나는지 확인하 다.

K값이 0에 가까울수록 연결이 끊어지기 훨씬 이

에 라우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고 1에 가까

울수록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 다 되어서야 라우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0에

서 볼 수 있듯이 K가 0.8까지 증가할 때 까지는 

송 성공률에 있어서의 성능 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은 K와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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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뢰구간계수 K에 따른 송 성공률
Fig. 10. Packet delivery success ratio with reliability factor K

그림 11. 신뢰구간계수 K에 따른 오버헤드
Fig. 11. Routing overhead with reliability factor K

 오버헤드의 상 계를 나타내며, 라우  오버헤

드와 K값은 서로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여 다. 이

는 무 작은 값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  라우  

업데이트를 자주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큰 오버헤

드를 유발한다. 반면에 K값이 클수록 그룹간의 연

결이 단 되는 시  직 까지 라우  업데이트를 

제한하여 오버헤드를 상당부분 일 수 있게 된다. 

결과 으로 최 의 K 값을 선택하여 송 성공률의 

큰 하 없이 라우  오버헤드를 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Ⅴ. 결  론

그룹 이동 네트워크에서 개별 그룹에 속한 노드

들은 그룹이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

다. 이러한 그룹 이동성의 특성을 갖는 환경에서, 

그룹 내부 노드 간의 라우  업데이트를 최소화 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그룹 간의 

통신이 데이터 송 성공률 측면에서 성능을 하락

시키고 결과 으로 그룹 간의 라우 을 한 업데

이트로 인해서 라우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된다. 

데이터 송률의 성능 하 없이 라우  업데이트

로 인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해서 이동성 

측을 그룹 기반 라우 에 응용하여 이동 응 인 

라우  업데이트 구조가 본 논문에 제안되었다. 모

의실험 결과, 제안하는 구조는 고정된 주기를 사용

하는 라우  업데이트 구조나 송 필요시에만 

러딩을 통해 라우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에 비해

서 송 성공률의 성능 하 없이 상당한 라우  

오버헤드를 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동성 측 모델을 통해 최 화된 신

뢰구간계수 K를 찾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험

이 아닌 이론 으로 효과 인 신뢰구간계수를 산출

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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