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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 모바일 애드 혹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서

라우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모바일 장치들로

구성된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

간 통신은 소스 모바일 장치의 데이터 패킷들이 다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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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트워크 경에  드 동  에 지 를 가 시킨다. 본 에 는 드 동

 한 에 지 를 고, 클러스   드  수  주 를 연 시키  하여 클러스   드 리 

알고리  (CNMA: Cluster-based Node Management Algorithm)  제안한다. 제안  CNMA 알고리  클러스  내에

 클러스  헤  드   드들  동  추적하고 들  계를 주 적  니 링함  에 지 

량  한다. 그리고 드들  상태 전  과정  하여 클러스 링 할과 병합  수행한다. 본 연  목적  

드 동  생  에 지 를 최 하  한 것 다. 시뮬  결과를 통하여 제안  알고리  동

 한 에 지 를 적  제어할 수  보 , 에 지 수  주 가 향상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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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ode mobility in the wireless mobile network environment increases the energy consumption. 

This paper proposes a CNMA (cluster-based node management algorithm)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caused by node mobility, and to prolong the life cycle for cluster member nodes. The proposed CNMA traces 

the mobility for nodes between cluster header and member, and it analyses the energy capacity as monitoring 

periodically their relationship. So, it makes a division and merges by analysing the state transition for nodes. 

This paper is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due to the node mobility.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CNMA can efficiently control the energy consumption caused by mobility, and it can improve the 

energy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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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일 장치를 통하여 데이터 패킷들을 송한다. 즉 모바

일 애드 혹 네트워크상에서의 모바일 장치들은 기지국이

없이도 서로 통신을 수행하게 되며, 비록 모바일 장치들

이 네트워크상에서 임의의 속도로 이리 리 움직인다 해

도 이들 장치들은 수집기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서

로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 으로 무선 애드 혹 네트

워크 환경에서의 클러스터링 기법은 계층 네트워크 구

조를 통하여 많은 모바일 장치들을 효율 으로 리하고

빈도수 는 요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네트

워크 자원을 리한다[1, 2, 3].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계층

네트워크 구조하의 노드들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클러스터링 기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한 이들 연

구에기반을 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리 기법이 연구

되고 있다[4, 5, 6].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각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를 리하는 클러스터 헤드와 클러스터 헤드가 리하는

이웃 모바일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클러스터 헤드가

리하는 이웃 모바일 장치들을 클러스터 멤버라 한다.

클러스터 멤버가 두 개 이상의 클러스터 헤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

나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법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

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클러스터 헤드가 변경될 때마

다 클러스터들이 빈번하게 재구축되어야 하는 문제 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재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비용

이 증가하게 되며, 에 지 소모가가 되게 된다. 결과

으로 모바일 장치들의 이동성과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에 지 소모는 가 되며, 이로 인하여 멤버 노드의 수명

은 어들게 된다. 둘째로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바일 장

치들의 도에 의해 오버헤드가 증가한다는 이다.

도는 각 클러스터에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 멤버들이 포

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한 척도이다. 각 클러스

터에서 모바일 장치의 도가 매우 높은 경우 클러스터

의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멤버들을 리

하는 데 많은 오버헤드와 에 지 소모가 가 되게 된다.

반면에 모바일 장치들의 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네

트워크상에 크기가 작은 클러스터들로 인해 에 지 소모

감시가 어렵게 되는 문제 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클러

스터 기반의 노드 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7, 8].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 인 에

지 소모 감시를 한 클러스터 기반의 노드 리 알고리

즘 CNMA를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에서 CNMA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각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헤드와

클러스터 멤버로 구성하며, 이들의 계를 이용하여 클

러스터를 분할하고 병합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기술하며, 4장에

서는 시뮬 이션 결과에 해서 기술한다. 끝으로 5장에

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기술한다.

2. 연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러스터링에 한

연구들은 클러스터 헤드 선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다. 클러스터 헤드 선정은 미리 할당된 클러스터 ID

는 연결도(degree of connectivity)에 기반을 두고 수행

하며, 노드 수가 고정될 경우 클러스터 구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에 지 소모 제어를 해

최근에는 라운드 로빈(round-robin) 기법, 노드 연결기

법, 배터리 에 지(battery energy) 리 기법 등이 제안

되고 있으며[9, 10, 11], 이들 기법들은 클러스터가 클 경

우 클러스터 헤드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MY[12]는 정

클러스터 구성 기법을 제안하 으며, 이 기법에서 클러

스터 헤드들은 먼 자기 자신 근처에 존재하는 홉 노드

를 탐색하고, 탐색된 노드들과 패킷을 송한다. 이 기법

은 cardinality가 비교 은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는

데 효율 이다.

CODA[13]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하여 클러스터

수 싱크에서 클러스터 헤드까지의 거리를 이용하 으

며, 이러한 라미터에 의해 클러스터링 리 노드

리가 효율 으로 수행되도록 하 다. 그 결과 이 기법은

LEACH [14]에 비해 네트워크 수명이 약 30% 정도 향상

되는 결과를 보 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를 한 다른 계층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으로는 Banyopadhyay와 Colye[15]가 제안

한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분산 확률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을 용한 기법으로서 클러스터링 오버헤드가 비

교 은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 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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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우 기법으로는 LEAR(Localized Energy-Aware

Routing)[16], OPAR(Online Power-Aware Routing)[16],

PLR(Power-aware Localized Routing)[17] 등과 같은 기

법들이 제안되었으며, 이들 기법들은 주로 체 송

워(transmission power), 에 지 잔량(residual energy)

이들을 결합한 기법으로서 라우 에는 효율 이나,

노드 리 에 지 소모 리 에서 에 지 낭비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서 멤버 노드 수명을 안정 으로 유지함으로서 에

지 소모를 효율 으로 제어하기 한 클러스터 기반의

노드 리 알고리즘 CNMA를 제안한다.

3. 클러스   드 리 알고리

CNMA에서 각 노드는 노드가 속한 고유한 노드 id와

클러스터 ID를 가지며, 각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헤드, 클

러스터 멤버 그리고 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 한 각각

의 노드는 클러스터 헤드, 멤버 노드, 게이트웨이 등의 노

드의 역할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SI(state information)를

가진다. 이들 SI에 따라 노드의 이동성이 추 되며, 노드

가 이동할 때 각노드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ID와 SI가

주기 으로 분석된다.

3.1 CNMA를 한 SI 조

이 에서는 CNMA를 해먼 [Fig. 1]처럼 각 노드

의 SI에 한 구조를 정의 한 후 각 노드가 SI와 어떤

계성을 가지는지에 해서 살펴본다. SI 구조는 5가지 타

입 상태 정보를 가지며, 노드 node vi는 5가지 상태 정보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행 를 수행한다.

[Fig. 1] SI Structure

3.1.1 NSN (Normal State Node)

NSN 노드는 클러스터 멤버 노드로서 클러스터 헤드

게이트웨이가 될 수 없는 노드이다. 이 노드 vi 는 노

드 ID i와 클러스터 ID j를 (i≠j) 포함한 제어 패킷을 주

기 으로 로드 캐스트 한다. 여기서 노드 vi는 클러스

터 ID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클러스터 ID j가 있

는 노드들이 제어 패킷을 수신할 경우 노드 vi 가 클러스

터 ID j라는 클러스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식별하는 기능

을 한다. 따라서 NSN은 클러스터 내에서 노드들이 가지

고 있는 노드정보를 갱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1.2 CN (Control Node)

CN 노드 vi 는클러스터 헤드 역할을수행하는 노드이

다. 노드 vi 는 노드 ID i와 클러스터 ID j를 포함한 제어

패킷을 주기 으로 로드 캐스트 한다. vi 는 재 vi 가

인식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의 ID를 가지고 있

으며, 클러스터 ID i 가 있는 노드들이 제어 패킷을 수신

할 경우 재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임을 인식하는 기능

을 수행하며, 이후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갱신하

게 된다.

3.1.3 BN (Border Node)

BN 노드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노드로서

BN 노드 vi 는 NSN 노드와 마찬가지로 주기 으로 제어

패킷들을 로드 캐스트hk는 역할을 한다. 이제 노드 vi

가 클러스터 ID가 j인 클러스터에 속해 있다고 가정하

자.(j≠i) 로드 캐스트를 해 노드 vi 의 이웃 노드 정

보를 클러스터 ID가 k인 클러스터에 제어 패킷을 포함할

경우 이 노드는 노드 vi 의 이웃 노드들로부터 hello 패킷

을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3.1.4 BCN (Border and Contro Node)

BCN 노드는 클러스터 헤드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

행하는 노드로서. 로드 캐스트는 CN BN과 같은 방

법으로 수행된다.

3.1.5 IN (Isolated Node)

IN 노드는 클러스터 ID가 없는 노드로서즉 노드가 새

로이 추가되면 이 노드의 상태는 IN 노드가 된다. IN노드

는 클러스터 내에서 ID가 없이 새롭게 추가되는 노드이다.

3.2 클러스  생   갱신

우리는 ANi(Adjacent Node)를 노드 vi 의 이웃 노드들

이라 하자. 노드 vi 는 이웃 노드들로부터 hello 패킷을수

신하여 노드 집합을 식별한다. ANi의 노드 클러스터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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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웃 노드들로부터의 hello 패킷을 수신하여 생성한

다. 이 게 생성된 클러스터 ID에 기반하여 클러스터 ID

가 할당되고 갱신되며, 노드 vi의 클러스터 ID와 vi의 SI

를 한 Cluster(vi)와 State(v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정의 1.  
는  와클러스터 ID가 k인노드들로

구성되어있다고할때 

={vjvi∈ ∧k=Cluster(vj)}

이다. 그리고  

는  와 클러스터 ID가 k가 아닌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vjvi∈  

∧k≠Cluster(vj)}이다. 이때 노드 vi의 클러스터 ID는 다

음과 같이 할당되거나 갱신된다.

Case1 : IS(vi)=IN 이고 vi가 IN 노드로부터 hello 패킷

을 수신하면 vi는 한 모든 이웃 노드들도 IN 노드로 인

식하게 된다. 그리고 vi클러스터 ID를 i로 할당한다. 즉

Cluster(vi)=i가 된다.

Case2 : IS(vi)=IN이고 vi클러스터 ID=k인 이웃 노드

로부터 hello 패킷을 수신하면 vi는이웃 노드를 클러스터

ID에 속한 k인 노드로 인식하게 되며, 이때 클러스터 ID

는 k를 할당하고 Cluster(vi)=k로 생성하게 된다.

case3 : vi의 클러스터 ID가 k이고 vi는 오직 클러스터

ID가 k인 이웃 노드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즉  

일

경우 vi는 이웃 노드 vt로부터 독립된 노드로 간주하여

클러스터 ID로부터 이 노드를 삭제하게 된다. 따라서

  = 

로 인식하여 vi 는 클러스터 ID를 k에서 m

으로 갱신되어 Cluster(vi)=m이 된다.

노드들이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 새롭게 추가되면

이 노드들은 먼 독립 노드(Isolated node)로 간주하며,

이때 이 노드들은 클러스터 ID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Case1 는 case2의 경우에는 독립노드라 하더라도 일부

클러스터 ID를 가질 수 있다.

3.3 드 상태 변  추적

노드 상태 변이 추 은 클러스터에서 노드들의 이동

성을 추 하여 노드들의 재 상태를 악하기 한 것

이며, 노드들의 이동성에 따라 클러스터 내의 노드 정보

들이 갱신되고 리된다. 이제 노드 변이 추 을 해

 를 노드 vi의 이웃 노드라하자. 노드 vi는 이웃노드

들로부터 hello 패킷을 수신하여 이동성을 식별한다. 노

드 vi의 SI는  의 클러스터 ID에 의해 노드 상태 변

이를 추 하며, 노드 vi 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노드 이동성 추 이 최 화 된다.

조건 1. Cluster_T(vi)≠Cluster(vi)∧i=Cluster(vi) : 이

조건은 클러스터 ID가 갱신되거나 갱신된 클러스터 ID와

노드 vi의 노드 ID가 같은 경우로서 노드의 갱신 정보를

효율 으로 분석하기 한 조건이다.

조건 2. Cluster_T(vi)≠Cluster(vi)∧i≠Cluster(vi) : 이

조건은 클러스터 ID가 갱신되거나 갱신된 클러스터 ID가

노드 vi의 노드 ID와 같은지 같지 않는지를 식별하기

한 조건이다.

조건 3.  ⊃ 
 : 이 조건은 이웃 노드가 존재

할 때 클러스터 ID가 같은 ID인지 서로 다른 ID인지 식

별하기 한 조건이다.

조건 4.   = 
 : 이 조건은 모든 이웃 노드들

의 클러스터 ID와 임의의 노드 vi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클러스터 ID가 같은지 다른지를 식별하기 한 조건이

다.

조건 5.   =∅ : 이 조건은 클러스터를 해 노드

vi의 이웃 노드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의 조건에 따라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 멤버들

을 리하고, 수정하게 된다. 이 게 리된 멤버 노드들

은 클러스터 안에서 다른 멤버 노드들의 SI를 분석한 후

hello 패킷을 포워딩하며, 포워딩 결과에 따라 네트워크

의 트래픽 상태가 제어된다.

3.4 클러스  할  병합

클러스터에서 노드들의 수와 클러스터 크기는 클러스

터의 에 지 워 균형을 유지하기 한 요한 요소이

다. 제안된 기법은 클러스터 내에서 멤버 노드의 상한

(upper bound)과 하한(lower bound)을 용하여 각 클러

스터 크기를 자동으로 조 하고 이에 따라 에 지 워

를 리하도록 한다. 에 지 워를 효율 으로 리하

기 하여 각 클러스터 헤드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이

웃 클러스터의 크기를 조 하며, 클러스터 크기가 상한

을 넘으면 클러스터는 2개의 이웃 클러스터로 분할을 수

행하고, 클러스터 크기가 하한보다 작으면 이웃 클러스

터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을 수행한다. 효율 인

클러스터 통합을 하여 두 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동시

에 수행할 수 없다고 가정하며, 상한을 U라 하고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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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라 하자. 임의의 클러스터 Ci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두 이웃 클러스터 Ci와 Cj를 통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정의 2. 임의의 클러스터 Ci가 존재할 때 Ci와 이웃한

클러스터들은  ={C1, C2, ... ,Cm, ..., Cn} (m≠i) 이라

하자. 만일 Ci<L이고, ∈이면 와 는통

합된다.

Cj를 통합 트 로 결정한 후, 클러스터 헤드

∈는 클러스터 헤드 ∈에게 클러스터 통합

요청 패킷 즉 를 송하게 된다. 클러스터 헤드

∈가 ∈로부터 통합 응답 패킷 를 수

신하게 되면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 통합을 수행하게

된다.

클러스터 Ci를 클러스터 Ci와 Cj로 분할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할을 수행하기 한 클러스터 Ci가 존재

하고 Ci>U이면 Ci의 분할을 결정하게 된다.

클러스터 헤드 ∈는 ∈를 클러스터 분할

을 수행하기 한 새로운 제어 노드로 간주하고 분할된

클러스터의 크기를 거의 같은 크기로 분할한다. 이후 vi

는 클러스터 분할 패킷 를 vj에게 송한다. 클러스

터가 분할될 때까지  를 계속 송하게 된다. vi로부

터 맨 처음 수신한 는 자신의 노드 ID를 바꾸지 않는

다. 즉 이때의 노드 ID는 i이다. 그러나 노드 vj로부터 수

신한 는 자신의 노드 ID를 j로바꾼다. 따라서 클러스

터는 두 개의 이웃한 클러스터 Ci와 Cj로 분할을 수행하

게 된다. 이처럼 통합과 분할은 클러스터 크기를 자동으

로 조 하게 되며, 안정 으로 클러스터를 유지하여 에

지 소모를 최소화하게 된다.

4. 시뮬  

4.1 시뮬  경

시뮬 이션 평가를 해 500m×500m의 역에서 500

개의 모바일 노드를 임의로 선택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노드는 특정한 속도로 주어진 치를 이동하도

록 하 으며 이동한 후에는 특정 시간에 특정 치에서

멈추도록 하 다. 시뮬 이션을 해 정지시간은 0으로

세트시켰으며, 노드의 반경은 250m의 무선 송 범 로

설정하 다. 데이터 패킷 송 시간과 처리 시간을 포함

한 무선 링크 상의 지연은 1ms 이내로 제한하 으

며, 송 범 안에서 자신의 상태와 ID를 교체하기 하

여 hello 패킷 주기는 10ms이내로 설정하 다. 그리고 각

노드는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노드들에게 hello 패킷을

주기 으로 포워딩 하 으며 총 시뮬 이션 시간은 450s

로 하 다. 시뮬 이션을 한 평균 노드 속도는 10m/s,

15m/s, 20m/s로 설정하 으며, 클러스터 크기 (U,L)의

범 는 각각 [20, 40], [40, 70], [50, 100]으로 설정하 다.

4.2 시뮬  결과

4.2.1 에 지  

<Table 1>은 클러스터 크기 (U,L)의 범 는 각각 (20,

40), (40, 70), (50, 100)일 때 에 지 소모율을 측정한 결

과이다. <Table 1>에서 보듯이 Not-CNMA는 클러스터

링에 따라 노드 리 노드 이동성이 리 되지 않기

때문에 CNMA에 비해서 약 20%의 에 지 소모율이 발

생하고 있으며, 에 지 소모율은 체 시스템의 성능

수명 주기에 요한 향을 미친다.

Cluster Length Not-CNMA CNMA

[20, 40] 78 94

[40, 70] 74 92

[50, 100] 68 88

<Table 1> Energy Consumption Ratio with Cluster

Length

[Fig. 2] Energy Consumption Ratio with Node Sizes

[Fig. 2]는 임의로 선택된 모바일 노드들을 변경해 가

면서 에 지 소모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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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된 CNMA는 비교 에 지 소모율이 은 PLR

알고리즘에 비해서 에 지 소모율이 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노드의 이동성 추

과 재 노드의 SI에 의해 클러스터 노드들이 리되기

때문이다.

4.2.2 에 지 량 

[Fig. 3]은 노드들의 크기에 따라 에 지 잔량을 측정

한 결과이다. 노드들의 크기가 50에서 500까지이고, 송

범 가 (20, 40), (40, 70), (50, 100)일 때 평균 인 에 지

잔량을 나타낸다. 에 지 잔량 측정을 해 체 노드들

의 수와 노드들이 이동하는 범 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

정하며, 노드의 크기가 50 단 로 변할 때 클러스터 수와

클러스터 멤버의 수 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Fig. 3]은 노드의 크기가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이고 송 범 가 500m×500m일 때 에 지

잔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The Residual Energy Ratio with Node Sizes

일반 으로 송 범 가 커지면 평균 노드의 등 은

증가하고 평균 홉 수와 최 홉 수는 감소하게 된다.

[Fig. 3]에서 보듯이 클러스터 범 와 노드의 크기가 결

정되면 노드의 이동성과 등 변화에 계없이 클러스터

들은 거의 같은 크기로 구성되며, 이때 에 지 소모는 거

의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클러스터

기반의 노드 리를 통해서 오버헤드가 효율 으로 제어

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에 지 리가 효율 으로

수행됨을 의미한다.

5. 결  

최근에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상에서 고용량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선 단말의 에 지

리는 매우 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무선 커

버리지 네트워크 환경에서 모바일 단말은 이동성으로 인

하여 에 지 소모가 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능

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모바

일 애드 혹 네트워크상에서 에 지 소모를 최소화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 화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기반의 노

드 리 알고리즘 CNMA를 제안하 다. 제안된 알고리

즘은 SI구조를 통하여 클러스터 갱신 정보와 노드 리

를 효율 으로 수행하도록 하 으며, 클러스터 생성

갱신 정보를 통하여 분할과 통합이 효율 으로 수행되도

록 하 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 제안된 CNMA는

CNMA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할 때 에 지 소모

율이 약 20%정도 감소함을 알수 있었으며, 향후 연구 방

향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최 화하기 해 에 지 소모

핸들링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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