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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Ad hoc 네트워크에서

전달지연-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

허준호†, 김윤도††, 서경룡†††

요 약

이동 ad hoc 네트워크 (MANET)에서의 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은 각 노드의 전력소비를 최소화 하여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프로토콜의 특성상 전송지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전송지연이 중요한 멀티미디어 전송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d hoc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전송지연-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토콜은 전송지연과 전력소비

두 가지의 상충된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데 전송지연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소비전력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전송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비하여 전송지연은 30%

정도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력소비는 10% 미만의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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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wer Aware Routing Protocol of MANET(Mobile Ad-hoc Network) minimized the power

consumption of each node and helped to extend the lifetime of the network.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protocol, it tends to increase the transmission delay, so multimedia transmissions were difficult to

be applied. In this paper, a delay-power aware routing protocol is proposed considering the delay

transmission delay that can be applied to ad hoc network. The proposed protocol consider two conflicting

index, transmission delay and power consumption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a certain level of delay

transmission delay while minimizes the power consumption. It is observed from the simulation results

compared to not-considering delay transmission delay that the proposed protocol decrease transmission

delay by 30% while the power consumption less than 10%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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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동 ad hoc 네트워크 (MANET)는 무선 단말장

치로만 구성되는 네트워크로서 유선망을 구성하기

어렵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단기간 사용되는 경

우에 적합하다.

MANET은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 개발되었으나

특유의 유연성에 힘입어 기반 네트워크가 태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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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화재 등으로 손실된 재난 지역, 소수의 사용자를

위해 설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과 같은 오

지, 계획되지 않은 임시회의, 홈 네트워크 등에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1-4].

MANET에서는 통신이 필요한 노드 간에 직접적

인 경로가 없을 경우 중간노드를 통한 전송이 필요하

게 되고 적절한 중간노드를 구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이 필수적이다.

MANET에서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사항은 전원

문제이다. 각 노드는 통상 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제한

된 전지를 사용하여 전지가 소모되면 MANET을 구

성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력소비를 고려한 다

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5-9].

MANET에서의 통상적인 전력인지 라우팅 프로

토콜은 통신이 필요한 각 노드간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그 경로에 소모되는 소비전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단 특정 응용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전송조건

(QoS) 이 있으면 이를 동시에 고려하기도 한다. 멀티

미디어 전송을 위한 MANET에서 고려되는 QoS로

는 크게 대역폭과 전송지연이 있다[6-10]. 대역폭의

경우는 전력소비와 관련하여 거의 독립적으로 동작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특정 대역폭을

만족하면서 전력소비를 최소화 하는 경로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송지연의 경우 전력소비와 서로 상충

되어 전력소비를 최소화 하는 경로는 전송지연을 크

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7-9].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ad hoc 네트워크에 적

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전송지연을 보장하면서 전력소

비를 최소화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여기

서는 On-Dem and 방식을 사용하여 일정한 전송지

연 범위 안에 있는 경로들의 집합을 구하고 여기에서

전력소모가 최소인 경로를 선택한다. 제안된 프로토

콜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기존의 라우팅 방식에 비교

하여 성능을 검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의 관련연구에서 MANET의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된

프로토콜을 설명하고 4장에서 프로토콜의 성능평가

를 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1절에서 MANET의 라우팅 프로토콜

을 설명하고 2절에서는 멀티미디어 전송에서 요구하

는 QoS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고 3절에

서는 최소전력 소모를 구하는 프로토콜인 전력인지

라우팅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2.1 MANET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의 역할은 송신노드가 수신노드

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전송 경로를 탐색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MANET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전

송 경로를 확보하는 시점에 따라서 Table-Driven 방

식과 On-Demand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

Driven 방식은 MANET의 모든 노드들이 주기적으

로 메시지를 교환하여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까지

의 경로를 항상 확보 하는 기법이며, On-Demand 방

식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라우팅 경로가 필요한 경우

에 경로를 탐색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

시 경로 획득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로 획득시간

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력소모가 적

어 한정된 전력을 가진 모바일 통신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On-Demand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로

는 AODV(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DSR(Dynamic Source Routing) 등이 있

다[1,2,8,11].

MANET은 N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각 노드는  ,

≤ ≤ ,으로 구별한다. 노드  에서 인접한 노드

까지 직접적인 전송이 가능하면 노드 에는 링크

가 존재한다. 이때 소스 노드 에서 목적 노드

까지의 경로는  라고 하고 이는 노드 에서

노드 까지의 링크 순열이다. 즉 =  ,

여기서 *는 임의의 노드 을 표시한다. 어떤 MANET

에  가 존재한다면 노드 에서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어

떤 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라우팅 프로토콜이

될 수 있다.

그림 1은 다섯 개의 노드로 구성된 MA NET 전송

경로의 한 예 이다. 여기서 화살표는 전송링크를 표

시하며 여기에 표시된 숫자는 노드간 거리를 나타낸다.

   ,    

   는 노드 1에서 노드 5까지의 전

송경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각 경로의 전송조건은

서로 다르다. 은 2 hop을 경유하고, 는 3 ho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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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ANET 전송경로

경유한다. hop 만 비교하면 이 에 비교하여 우월

한 경로로 보이지만 전력문제나 대역폭 같은 다른

조건을 고려하면 보다 가 더 나은 경로가 될 수

있다.

2.2 QoS 프로토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 할 때 특정한 통신품질

이 필요한데 이를 QoS(Quality of Service)전송 이라

고 한다. 네트워크에서 QoS 라우팅은 RFC 2386[12]

에서 근원지에서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송할 때 네트

워크가 제공해야할 서비스, 종단간의 전송지연, 지

터, 대역폭, 패킷손실률 등의 집합으로 규정되어 있

다. 경로가 설정되면 그 경로를 통하여 데이터 전송

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의 자원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를 정량화 하기위하여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 다양

한 메트릭을 사용하게 된다. MANET에서는 무선 링

크의 품질이 주변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에

링크 상태 정보를 얻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

말기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QoS 지원을 위한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13].

대역폭  는 멀티미디어 전송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QoS로 간주된다. 대역폭은 링크 설정 시에

유휴 대역폭을 검사하여 고려 할 수 있다. 대역폭 

를 고려하는 경우 라우팅 프로토콜은 링크 의 대

역폭을 로 표시하면, ≤   ⊆

를 만족하는 종단 간 경로 를 구하는 것으로

된다.

전송지연 도 중요한 지표중 하나이다. 링크 

의 전송지연을 라고 하면   
 ⊆  



는 종단 간 경로 의 전체 전송지연이 된다. 이

경우 를 최소화 하는 경로를 구하는 것이 전송

지연 조건의 라우팅 프로토콜이라 한다. 전송지연 지

표는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전송

지연의 여러 항목들 중 hop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현

실적인 응용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한 제약조건을 필

요로 한다.

2.3 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

MANET의 각 노드는 전지 구동 방식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전원이 완전히 소모된 노드는 MANET에

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경로  중의 한 노드

가 이러한 경우라면 경로 를 통한 데이터 전송

은 불가능해 진다. 이 경우 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

콜이 필요하다. 링크를 통하여 단위데이터를 송

수신할 때 노드 는 각각 일정한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노드 가 링크 를 통하여 노드 에 bit의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노드 는 송신전력  를

노드 는 수신 전력을  를 소모하게 되는데

두 노드간의 거리를 라 하면 각각은 식(1)로 표시

된다[9,14].

   · ··


  ·
(1)

여기서  ,  는 각각 전송 에너지 손실과 수신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고 는 전파 방출 에너지

손실을 표시하며 은 상수로 주변상황에 따라 2에서

5의 값을 가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단순화 하

기 위하여 3으로 고정하여 사용한다.

식 (1)로부터 노드 가 노드 로 링크를 통하

여 단위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로 됨을 알 수 있다.

소스노드 s 에서 목적노드 d 까지 경로를 

라고 하면 를 경유할 때 전체 소비전력

은 식 (2) 로 표시된다.

  
∈ 

 (2)

존재 가능한 중 전력소모 를 최소화

하는 를 구하는 것이 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

콜의 한 예이다.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는 경로는 전

송지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전

송지연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전력소비를 최소화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것은 불

가능하기 때문에 각 조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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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송지연-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

대역폭 조건을 만족하고 최소전력을 소비하는 경

로를 구하는 효율적인 프로토콜은 이미 존재한다

[8,9]. 하지만 전송지연의 경우 그 자체 문제만으로

NP-complete에 속하는 복잡한 문제로 분류된다

[6-8]. 본 논문에서 제안한 라우팅 프로토콜은 멀티

미디어 전송에 필수적인 QoS인 대역폭 조건은 만족

한다. 하지만 전달지연과 최소전력 전송경로는 서로

상충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만족할 수 없

다. 또한 최소전달지연 조건을 만족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아 모든 가능한 경로를 탐색

하여야 하고 이는 제어패킷의 수를 증가시켜 네트워

크의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전달지연을 만족하

지는 않지만 최소전력과 전달지연문제를 동시에 고

려하여 전력소비조건과 전달지연에 대한 허용범위

를 두어 비록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최적

에 가까운 경로를 탐색하는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대

역폭 조건은 경로탐색과정에서 대역폭을 만족하지

않는 링크는 제외하는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은 [9]의 멀티미디어

전력인지 라우팅과 유사한 방식이다. 멀티미디어 전

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은 경로탐색과 경로설정을

위하여 요구대역폭 와 전송소비전력 를 포

함한 RREQ와 RREP패킷을 사용한다. 즉 AODV 라

우팅에 요구대역폭 와 전송소비전력 를 고

려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에 전달 지연 허용계수 값을 추가하여 전력인지 라

우팅의 전송지연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그림 1에서 가장 기본적인 라우팅 방법인 hop 카

운트 라우팅 방식은 으로 를 거쳐 2 hop이 되어

최소 hop 경로이다.

그러나 이때의 소비전력    
   로

계산된다. 이에 비하여 는 3 hop이고 소비전력은

   
    이다 전송전력소모를 줄

이기 위해서 전력인지 라우팅을 사용한다면  ,  ,

를 거쳐 경로를 설정할 것이다. 이때의 소비전력은

   
     로 최소가 된다. 하지

만 전달지연을 살펴보면 hop 수는 4로써 최대이다.

이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로의 소비전력과 전달

지연과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고 두 조건

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조건을 적절

히 조절하여 비록 최적은 아니지만 전력소비를 최소

화 하면서 전달지연을 감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다음에서 알고리즘의 경로탐색과 경로설

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

3.1 경로탐색

소스노드 는 통신을 하기위하여 목적노드 를

찾기 위하여 라우팅 테이블을 검사하고 유효한 경로

가 없다면 경로를 찾기 위하여 , , 를 포함한

RREQ를 인접노드에 방송한다. 여기서 는 멀티미

디어 전송에 필요한 대역폭을, 는 지연허용계수를

표시하고 는 소스에서 노드  까지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중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한

다. 인접노드 로부터 RREQ를 수신한 노드 는

링크가 요구대역폭 를 만족하는지를 검사한

다. 만약 대역폭을 만족하지 않으면 RREQ를 무시하

고 대역폭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구성

된 경로의 소비전력을 계산하고 hop 카운트를 1 증가

한다.

소스로부터 현재 노드까지의 최소 hop이 hop(j)에

저장되어있는데 이 값에 지연허용 계수 를 곱하면

지연허용 hop 값이 된다. 이 허용치 값 이내의 hop을

가진 RREQ들은 해당 노드를 경유하도록 하고, 지연

허용치 값을 넘는 RREQ들은 폐기된다. 예를들어 지

연허용 값을 1을 준다면 최소 hop들만 해당 노드를

통과할 것이며, 1이상 즉 1.5를 준다면 최소 hop이

2일때 2*1.5=3이므로 3 hop까지는 해당노드를 통과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연 허용계수인 값을

적절히 설정하여 전력인지 라우팅에서와 같은 과도

한 hop 카운트 허용으로 인한 전송지연 경로 설정이

나 RREQ 과다 방송에 의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

다. 다음으로 RREQ을 받은 현재의 노드 가 목적노

드가 아닐 때는 RREQ을 다시 주변노드 에 방송하

고, 목적노드 일 경우에는 해당경로의 전력소비 값

와 목적노드에 저장된 최소 전력소비 값

 를 비교하여 전송된 전력소비 값 가 더

작은 경우  값을  로 갱신하고 RREP을

의 역 경로를 따라 전송한다. 상세한 경로 탐색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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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탐색

1. 소스노드 는 목적노드  , hop =0, 허용오차

,   를 포함한 RREQ를 인접노드에 브로드

캐스트 한다.

2. 노드 로부터 RREQ를 수신한 노드 는

  로 hop=hop+1로 설정한

후 현재까지 구성된 경로의 소비전력을 계산하

고 이 값을 로 저장한다. 만약 hop(i)*≥

hop 조건을 만족하면 hop=MIN(hop(i),hop)으

로 계산하고 , hop, ←을 저장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패킷을 무시한다.

3. 노드 가 목적노드일 경우 , hop,←

을 포함한 RREP를 노드 에 전송한다. 노드 

가 중간노드일 경우(목적노드가 아닐 때)

, HOP,← 을 포함한 RREQ를 주변

노드에 브로드캐스트 한다.

3.2 경로설정

노드 로 부터 RREP을 받은 노드 는 자신이

소스노드가 아니면  를 포함한 RREP를

의 역 경로로 재전송하고, 자신이 소스노드인

경우에는 전송된 경로 의 전력소비 값 와

경로테이블에 저장된 최소 전력소비 값  를 비

교하여 의 전력소비 값이 더 적으면 경로 테이

블을 갱신하고 경로설정을 완료한다. 자세한 경로 설

정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경로설정

1. 모든 노드 는  ∞로 초기화 한다.

2. 만약 노드가 소스노드이면 소스노드는 RREP

를 수집한후 모든 RREP 중 가 최소인

경로를 선택한다.

3. RREP를 수신한 노드j가 소스노드가 아닐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로 설정

하고 노드로 RREP를 전송한다. 조건을 만족

하지 않으면 패킷을 무시한다.

그림 1에서 를 1.5로 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경

로탐색과 경로설정 과정을 수행하면 설정되는 경로

는    나     경로가 선택

된다. 이때 전력소비는 8 + 27 + 8 = 43이고 hop은 3이

다. 이는 전력인지 알고리즘과 최소 hop 알고리즘의

중간 값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의 설정에 따른

경로의 비교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에서 살펴보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장점을

알 수 있다. MANET의 상태나 요구하는 의도에 따

라 지연계수 의 적절한 값을 설정하여 경로 요청을

할 수 있다. 즉  = 1 인 경우 설정되는 경로가 최소

hop 라우팅이 되며, 반대로  > 2 인 경우 전력인지

라우팅이 되고,  = 1.5 일 때는 위 두 가지를 적절히

절충하는 라우팅이 되므로 MANET에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값 전력소비 hop 수 경유경로

 = 1 54 2 1-3-5

 > 2 32 4 1-2-3-4-5

 = 1.5 43 3 1-2-4-5

표 1. 지연계수 값 설정에 따른 경로 비교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의 이차원 평면에 100

개의 노드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였다. 각 노드의 통신반경은 로 설정하였는데 이

는 하나의 노드 통신반경에 3.5 개 정도의 노드가 존

재하는 밀도로 2～3개의 통신 가능한 이웃노드가 있

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토콜의 동작은 Linux 시스템

에서 ns-2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패킷전송 성공

률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지표

는 동일한 조건에서 C로 프로그램하여 각 노드의 전

력 상태를 조사하였다.

노드 에서 노드 로 단위패킷을 전송하는데 소

요되는 전력은 · , (≤≤)로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으로 하였다. 각 노드의 초기 전력을

100으로 두고  인접한 각 노드간의 단위패킷의

전송에너지가 1이 되도록 상수 를 조절하였다.

실험은 이상 떨어진 노드가 소스와 목적노드

가 되도록 선정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단위패킷을 전

송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하여 경로설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비교

대상의 프로토콜은 전송지연을 고려한 라우팅 프로

토콜(AODV-D)[8]과 대역폭을 고려한 전력인지 라

우팅 프로토콜(AODV-W)[9]이다.



361멀티미디어 Ad hoc 네트워크에서 전달지연-전력인지 라우팅 프로토콜

그림 2. 경로설정에 따른 패킷전송 성공률

그림 3. 경로설정에 따른 시스템 잔존전력.

그림 6. 경로설정에 따른 상대 전달지연

그림 5. 경로설정에 따른 상대소요전력

그림 2는 각 프로토콜의 패킷전송 성공률을 보인

것이다. 경로설정 해지를 반복하면 전력소모를 다한

노드가 발생하며 패킷전송이 어렵게 된다.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AODV-W에 비교하면 약간 성

능이 떨어지지만 AODV-D에 비교하면 우월한 특성

을 보인다. AODV-W는 전달지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전력 경로를 선정하게 되고 시스템의 수

명은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프로토

콜은 전달지연을 고려하면서도 전력소비의 측면에

서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AODV- D는 전송지연 조건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전력소비가 큰 경로를 설정하고 시스템의 수명은 가

장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이 결과를 더욱 명확히 한다. 시스템 전

체에 잔존하는 전력량은 시스템의 수명과 관련된 지

표로 AODV-D는 경로설정이 반복되면 타 프로토콜

과 비교하여 전력이 급하게 소모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된 프로토콜은 전송지연을 고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모를 줄여 시스템의 수

명을 연장하도록 동작한다.

그림 4는 각 프로토콜이 설정한 경로의 전달지연

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지연계수 를 1.5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측정된 전달지연을 제

안방식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표시하였다. 제안프

로토콜은 AODV-D에 비교하면 예측한 바와 같이

15% 정도의 지연증가를 보인다. 하지만 전송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AODV-W에 비교하면 전송지연이

1/3 수준으로 감소됨을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설정된 경로의 소비전력을 계산하

여 상대적인 값을 보인 것이다. 제안된 프로토콜은

AODV-D와 비교하여 약 70%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

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즉 제안된 프로토콜은 전송지

연의 측면에서 AODV-D 보다는 약간 불리하지만

전력소모 면에서는 확연이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프로토콜은 전달지연을 고려하였기 때문

에 AODV-D와 같이 지수 복잡도를 가지도록 설계

되었다. 따라서 RREQ, RREP 같은 제어패킷의 수가

시스템의 노드 수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제어패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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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로설정에 따른 제어패킷 수

수는 경로설정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어패킷의 증

가는 시스템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제어패킷의 수

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림 6이다.

제안된 프로토콜은 지연계수 를 1.5로 하였으며

그림 6과 같이 AODV-D 에 비교하여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제안된 프로토콜은 지연계수의 설정에 따라 특성

을 변형할 수 있으며 지연계수 가 클수록 AODV-

W와 유사하게 동작한다. 따라서 지연계수를 증가시

킨다면 제어패킷의 수는 AODV-W 에 근접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ANET에서 적용 가능한 전력인

지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토콜

은 전력문제와 전송지연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두

가지 독립적인 지표에 대하여 지연계수 를 통하여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지연계수

 = 1 인 경우 설정되는 경로가 최소 hop 라우팅이

되며, 반대로  >  인 경우 전력인지 라우팅이 되고,

 = 1.5 일 때는 위 두 가지를 적절히 절충하는 라우

팅이 되므로 MANET에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된 전송지연을 고려한 전력인지 라

우팅 프로토콜은, 전송지연을 고려한 프로토콜에 비

교하여 약간의 지연손실을 감수하면서 전력소모의

지표에서는 30% 정도의 성능향상을 보였다. 전송지

연을 고려하지 않은 전력인지 프로토콜에 비하면 전

력소비지표는 나쁘지만 전송지연지표는 월등히 우

월함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전송지연을 고려하지 않

은 프로토콜에 근접하는 전력소모지표를 가지면서

전송지연이 매우 우수한 프로토콜인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더 정교한 전송지연 모델과 허용오차 의 변화에

따른 성능평가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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