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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MANETs)의 무선 환경에서는 노드들의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라우팅 경로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경로 재설정을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의 라우팅 기법은 크게 Flooding [1], 

Proactive (e.g. DSDV[2], OLSR[3]), Reactive (e.g. AODV[4], DSR[5]) 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방식은 

동작방식이 상이하여 이동성에 따라 에너지 소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Proactive 기법은 미리 

경로 정보를 유지하여, 전송할 패킷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경로 탐색 과정 없이 바로 전송할 할 수 

있다. 이 기법은 주기적으로 경로를 유지해야 하므로 라우팅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별도의 

경로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지연 시간이 짧다. Proactive 기법은 이동성이 큰 경우 변경된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적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반면 Reactive 기법은 계속적으로 

경로 정보를 유지 하지 않고 있다가 전송할 패킷이 발생했을 때 경로를 탐색한다. 패킷이 발생할 때만 

경로를 탐색하므로 노드의 이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동성이 

좀 더 큰 경우, 경로 탐색 과정의 실패로 반복적인 경로 탐색 패킷에 의한 에너지 소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Flooding 기법 으로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노드 이동성과 패킷 발생률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모 모델을 제안한다.  

 

2. 에너지 소모 모델 

2.1 네트워크 모델 

본 논문에서 토폴로지의 사이즈가 R인 디스크에 N개의 노드가 있다고 가정한다. 각 노드의 r거리에 

있는 노드와 전송을 의한 비트당 에너지 소모는       이며, 비트당 수신 에너지 소모량은    라고 한다. 

네트워크에 있는 각 노드는 단위 시간당    의 비율로 길이가    인 메시지를 발생시키며, 임의로 선택

된 전송 노드와 수신 노드는 평균적으로    홉수를 가진다. 이때 유발되는 에너지 소모량은 각 Reactive, 

Proactive 그리고 flooding에 따라 각각            
          

         이라고 한다. 각 노드의 Mobility 

Model은 이동성 정보   <노드의 평균속도, 표준편차>를 가지며 Random Directional Mobility 

Model(RDMM) [7]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이 때 노드의 이동성 (  )에 의해 h 홉을 가지는 두 노

드가   에서 연결상태에 있다가   + T (T > 0)에서도 유지될 확률을 경로 가용율          이라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우팅 기법의 에너지 소모 분석에 이 경로 가용률을 확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모

와 노드 이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발생률(   과 노드 이동성(   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2.2 Proactive 기법의 에너지 소모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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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기법의 에너지 소모는 경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모량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에너지 

소모량으로 나눌 수 있다. Proactive 기법에서는 각 노드들이 경로 정보를 패킷의 발생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미리 유지된다. 우리는 각 노드가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화를 알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의 ID를 담은 HELLO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2.3 Reactive 기법의 에너지 소모 모델 

Reactive 기법에서 소모된 총 에너지 소모량은 경로 탐색을 위한 에너지 소모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에너지소모량으로 나눌 수 있다. 라우팅 테이블에 유효한 캐쉬된 경로가 있다면, 별도의 경로 탐색없

이 노드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라우팅 테이블에 유효한 경로가 없다면, 전송하려고하는 노드

는 경로 질의 패킷(RREQ)을 브로드캐스트하여 경로 탐색 과정을 거친다. 그러고 나서, RREQ를 받은 

목적지 노드는 소스 노드에 RREP(경로 응답 패킷)를 유니캐스트하여 응답하며, 이때 소모된 에너지

는 다음과 같다. 

                
                        

                   

                      
              

            
 

  
         

   
  

                         
  

 
            

  

  
          

                               
2.4 Flooding 기법의 에너지 소모 모델 

Flooding 기법의 에너지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언급된 Pure Flooding을 가정한다. 이는 

노드가 어떤 패킷을 처음 받았을 때 재 브로드캐스트 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따라서, Flooding기법에 

의한 에너지 소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결론 

패킷 발생률과 노드 이동성이 다른 환경에서 라우팅 기법들의 에너지 소모의 양은 달라진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에너지 소모를 최소로 하는 라우팅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패킷 발생률과 노드 이동성에 따라 Proactive, Reactive 및 Flooding 기법의 에너지 소모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의 분석 결과 노드 이동성이 작고, 패킷 발생률이 많은 네트워크인 경우 

Proactive 기법이 효율적이고, 이동성이 많아지거나 패킷 발생률이 작은 경우 Reactive가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노드 이동성이 더욱 커지는 경우 Flooding 기법이 Proactive와 Reactive 기법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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