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NET에서 종단간 통신지연 최소화를 위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

1267

MANET에서 종단간 통신지연 최소화를 위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

Deep Reinforcement Learning-based 
Distributed Routing Algorithm for 
Minimizing End-to-end Delay in MANET

Yeong-Jun Choi1 · Ju-Sung Seo1 · Jun-Pyo Hong2*

1Un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stributed routing algorithm 
for mobile ad hoc networks (MANET) where mobile devices 
can be utilized as relays for communication between remote 
source-destination nodes. The objectiv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to minimize the end-to-end communication 
delay caused by transmission failure with deep channel 
fading. In each hop, the node needs to select the next 
relaying node by considering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he link stability and forward link distance. Based on such 
feature, we formulate the problem with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 (MDP) and apply deep reinforcement 
learning to derive effective routing strategy for the 
formulated MDP.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other baseline schemes in terms of 
the average end-to-end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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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재, 홍수, 폭풍, 지진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기

지국 (base station) 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wireless 
access point) 등과 같은 통신 기반시설이 손상되거나 파

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임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난정보 전

달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통신 보장이 중요하다. 이에 통

신 기반시설의 사용 없이 무선 단말기들 사이 정보 전달

로 통신을 수행하는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 (Mobile 
ad-hoc network, MANET)를 재난통신을 위한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MANET이 기

존 셀룰러 기반 통신 네트워크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무선 단말의 이동성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라우팅 

알고리즘 설계는 MANET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1]. 
대부분의 기존 라우팅 연구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적지까지 

홉 수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

다. 이러한 방법들은 목적지 노드까지의 경로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동성이 높은 MANET
에 해당 기법을 적용할 경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서 노드의 배치가 변하여 전송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

해 재전송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종단간 통신지연이 높

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이러한 기존 라우팅 

기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라우팅 테이블 구성

없이 각 노드들이 분산적으로 다음 중계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Q-learning기반 라우팅 알고리즘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었다 [3-6]. 하지만 무선 통신에서 경로감쇄 및 채

널 페이딩(fading) 등과 같은 물리계층의 무선채널 특성

은 통신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물리계층 특성이 고려된 Q-learning기반 라우

팅 알고리즘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Q-learning 
기반으로 cross-layer 최적화된 라우팅 프로토콜의 도출

한다면 보다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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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de deployment in a grid map

본 논문에서는 MANET에서 점대점(point-to-point) 
전송 실패 및 재전송으로 유발되는 종단간 통신 지연 최

소화를 위해 각 전송 노드에서 본인의 주변 노드들의 배

치정보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메시지 전달 거리 사이 

tradeoff 관계를 고려해 다음 경로를 결정하는 Q-learning 
기반 분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본  론

2.1. 시스템 모델

그림 1은 2차원 격자지도 내 단말 노드들의 배치와 

이들을 활용한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까지 메시

지 전달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단말 노드들은 격

자 지도 내 임의의 위치에 배치되며, 각 격자는 충분히 

작아 한 격자 내 최대 하나의 단말 노드가 위치할 수 있

음을 가정한다. 전송 주기마다 각 노드는 본인의 GPS 
정보를 포함한 비콘 신호를 멀티캐스트(multicast)하여 

주변 노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이때 비콘 신호의 

최대 도달 가능 거리는 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각 노드

는 본인으로부터 거리   내에 위치한 단말 노드들의 위

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메시지 중계를 

위한 다음 노드를 선택해 전송한다.
번째 홉에서 다음 중계 노드가 선택되어 점대점 전

송을 수행함에 있어, 경로감쇄와 Rayleigh 페이딩을 고

려한 전송 실패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out Pr th 

 expth




 , (1)

여기서 는 번째 홉에서 점대점 통신거리, 는 수

신 신호 대 잡음 비(SNR)를 나타내고, th는 성공적인 

전송을 위한 신호 대 잡음 비 임계값, 는 경로 감쇄 지

수, 는 전송 SNR을 나타낸다. 
각 홉에서의 전송은 성공할 때까지 반복함을 가정하

며, 이때 번째 홉에서의 재전송 수 는 다음과 같은 기

하 분포를 따른다.

Pr out
 out , (2)

여기서  ⋯  
소스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 총 번의 홉을 거쳐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종단간 통신 지연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전송 주기를 나타낸다. 즉, 종단 간 통신

지연 를 줄이기 위해서는 홉 수를 감소시키거나 각 

홉에서의 재전송 횟수 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홉 수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범위 내에서 목적지 

노드에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통신 거리 증가로 인해 점대점 전

송오류에 따른 재전송 횟수 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반면, 재전송 횟수  최소화를 위해 전송 

노드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홉 수 

를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와   사이의 trade-off 관계

를 잘 고려하여 중계할 다음 노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2.2. 심층 강화학습 기반 라우팅 알고리즘

앞서 정의된 종단간 통신지연 최소화를 위한 경로선

택 문제는 앞선 경로 선택 결정이 후속 중계 노드들의 

상태 및 경로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sequential 
decision problem으로써, Markov decision process (MDP)
를 통해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존 Q-learning 기
반 라우팅 알고리즘 연구 [3-6]에서도 MDP를 정의하고 

있으나 무선 페이딩으로 인한 전송 실패의 무작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MDP 정의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갖는다. MDP는 상태(state),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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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보상(reward),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
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고려하는 문제는 MDP 구성요소 

중 전이확률을 알지 못하는 partially observable MDP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번째 홉에서의 상태(state)는 이웃 노드들의 좌표 셋 

와 목적지 노드의 좌표 dest의 tuple로 구성한다.

    (4)

번째 홉에서의 의사결정(action)은 범위  내에서 

메시지를 중계할 다음 노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다음 노

드의 좌표  ∊로 구성한다. 

   (5)

다음  결정에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증가시키는 

노드는 후보에서 제외하여, 홉이 진행됨에 따라 목적지 

노드까지의 거리는 짧아짐 보장한다.
번째 홉에서의 보상(reward)은 재전송 횟수의 음수 

값으로 정의한다.

  (6)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은 각 홉에서 의사 결

정에 따른 상태의 변화 확률을 나타낸다. 하지만 다음 

홉에서 이웃 노드들의 배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기 어려우므로 정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partially observable MDP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화학습

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작은 격자들로 구성된 공간을 

고려하고, 목적지 노드의 위치가 무작위의 값으로 정해

지기 때문에 상태 수가 많아 look-up table을 활용한 일

반적인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NN으로 상태와 해당 Q 값 사이의 관

계를 근사하고, 이렇게 근사 된 Q 값을 바탕으로 다음 

중계 노드를 결정하는 Deep Q-Network (DQN)을 활용

한다 [8, 9]. DQN은 알고리즘 1과 같이 동작한다. 

Ⅲ.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한 환경은 비콘 신호 범위 을 

20m, 신호 대 잡음 비 임계 값 th을 20dB, 전송 신호 대 

잡음 비 을 70dB, 전송주기 을 10ms로 한다. 2m×2m 
크기의 격자들로 구성된 300m×300m grid map을 고려

하고 각 격자 내에 단말 노드가 일정 활성화 확률(node 
active probability)로 위치함을 가정한다. 제안 기법 간

의 성능 비교를 위해 다음 두 가지 기법이 시뮬레이션에 

고려되었다.

∙Min-Retransmit: 범위 내에서 현재 노드와 가장 가

까운 노드를 선택

∙Min-Hop: 범위 내에서 목적지 노드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

그림 2는 노드 활성 확률에 따른 누적 통신 지연성능

을 보여주고, 그림 3은 메시지를 목적지 노드까지 전달

Algorithm 1: Deep Q-Network
Initialize replay buffer 
Initialize functions , with random weights  ,
for episode = 1,  do

Initialize state 

for  = 1,   do
Select action   = argmax   + 
Execute   and observe   and 

Store transition ( ,  ,  ,  ) in 
End for
for ∈  ⋯ batch do

Sample mini-batch ( ,  ,  ,  )  from 
for ∈  do

←  ifdone

 maxa′Q   ′ otherwise

Perform SGD on   

End for
Copy ←

End for
End for

Fig. 2 End-to-end delay versus node activ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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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소요된 평균 홉 수와 각 홉에서의 평균 재전송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의 종단간 통신 지연이 다른 두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가

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홉 수와 재전송 수의 

trade-off 관계를 잘 고려하여 매번 적절한 노드를 선택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드 활성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종단 간 

지연이 다른 두 알고리즘에서는 다소 높아지는 것에 비

해 제안 알고리즘은 지연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현재 노드에서 가장 먼 

거리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드를 선택하여 종

단 간 통신 지연을 높이는 노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이지

만 제안 알고리즘은 노드 수가 많아짐에 따라 최적경로 

설정을 위한 선택지가 많아져 더 좋은 중계노드를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난통신을 위한 MANET 환경에서 

물리계층 채널 특성을 고려한 종단간 통신지연 최소화 

라우팅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인접한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각 홉에서 다음 중계노드를 선택하는 

문제를 partially observable MDP로 정의하고 해당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라우팅 전략 도출을 위해 

DQN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DQN은 학습을 통해 주어

진 환경에 적합한 라우팅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비

교 기법들보다 향상된 누적 통신 지연 감소 성능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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