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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wireless sensor networks have become an important part of data communications. Sensors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d measurements or control states over wireless networks. The energy efficient routing

protocol of wireless sensor networks is the key issue for network lifetimes. The routing protocol must ensure that

connectivity in a network is rem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 energy status of the sensor in the entire network

must be in the same level in order not to leave the network with a wide difference in the energy consumptions of the

senso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routing protocol based on AODV protocol that considers the energy efficiency

when the protocol determines the routing paths, which is called AODV-EE. The proposed method prevents an imbalance

of power consumption in sensors of wireless networks. From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effectively used in collecting and monitoring data without concerning about the disconnection of th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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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한 가지는 에너지 효

율에 따른 기기 전력 최적화이다. 이미 대중화된 스마

트폰이나 주변의 여러 가전기기에 에너지 소모량에 따

른 등급이 매겨져 있고 군사, 의료, 재난 등 여러 통신

분야의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와 사

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제한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하여

전력 소모량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 유선

네트워크의 증가 비율보다 무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센서 네트워크의 증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여러 센서 기술과 저전력 전자공학 등을 바탕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소형, 저가, 저

전력 센서 노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 기

술들을 사용하여 사물인터넷 기술, 군사 목적, 재난감

지, 환경감시, 원격 관리 등에 적용을 시도하는 등 우

리의 일상 생활에 점차 스며들고 있다[1].

이러한 여러 기술들의 발전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에

너지 효율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

적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필요로 하는 애드혹(Ad-

hoc) 센서 네트워크는 각각의 센서 노드들이 서로 유기

적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해 자신의 이웃 노드에게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계 노드의 배터리가 과도하게 소모된다.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목적지 노드를 제외한 모든 중

계 노드는 에너지 자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하나

의 중계노드가 배터리를 전부 소모할 경우 인위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주기 전까지 그 노드는 경로에 참여하

지 못하게 된다. 센서노드의 수명은 이와 같이 각 센서

노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의존하므로 될 수 있는

한 센서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여 모든 센서 노드

가 골고루 오래 동작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네트워크

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무

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각의 센서 노드의 한정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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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모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LEACH는 노드의 에너지 상태, 이웃 노드의 수를 고

려하여 클러스터의 크기를 결정하고, 동시에 전송기능

을 분담하는 노드를 선정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였고, SPIN은 경로선택에서 다음 노드의 잔존 에너지

및 전송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노

드가 선택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킨다[2-5]. 

기존의 유선망과 마찬가지로 애드혹 망에서도 라우

팅 프로토콜과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네트워크의 성능

이 달라진다. DSDV와 같은 Table-Driven 방식은 각각

의 노드가 네트워크의 모든 경로 정보를 유지하기 때

문에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으나 제어 패킷을 통

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많은 트래픽을 유

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ODV, DSR과 같

은 On-Demand 방식은 특정 목적지에 대한 경로를 요

구 시에 만 경로 설정이 이루어지므로 지연이 발생하

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6]. 그러나, 특정 노드에

트래픽이 몰릴 경우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하여 특정

노드의 전력 소모량이 다른 노드보다 현격히 증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노드의 전원이 소진되어 사용이 불

가능하게 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너

지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처리율을 비교 분석하고 다른 노드보다 빈번하

게 사용되는 노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 설정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새로운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제안된 AODV-EE 프로토콜은 각각의 무선 노드

가 데이터의 통과 수를 측정하여 일정 수를 초과하면

데이터 전송을 제한하고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여 특정

노드에 데이터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에너지 소

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인 NS2에서 제

공하는 AODV 라우팅 프로토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

한다[7-8].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라우팅

알고리즘의 데이터 포워딩이 전체 네트워크에 골고루

분산되는지를 확인하고 네트워크의 수명이 증가됨을

검증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전체 패킷 이

동경로를 노드에 따라 추출하고 경로를 효과적으로 분

산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NS2 네트워크 시뮬레이

터를 이용해 구성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테스트 모

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된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3장에서는 변경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성능

을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시한 프로토콜의 효

과적인 활용 방안을 언급한다.

2.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Fig.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각

노드들의 위치와 소스 노드, 목적지 노드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총 30개의 무선 노드가 무작위로 분포되

어 하나의 애드혹 네트워크를 이루고 0번 노드는 0.01

초 간격으로 48바이트의 데이터를 내보내는 소스 노드,

29번은 목적지 노드로서 싱크 노드에 해당한다. 제안하

는 알고리즘의 배터리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에서 무선 노드들의 이동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2.1.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앞서 언급한 표준 AODV 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다음 Fig. 2는 각각의 노

드에 따른 전송율과 전력 소모량을 통해 검증한 프로

토콜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기존의 AODV 프로토콜을

Fig. 1. Simulation Model.

Fig. 2. Number of Data Forw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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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때 경로 설정 과정에서 노드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고 경로 설정을 하므로 많은 양의 패킷이

특정 노드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는 모든

데이터 패킷을 추적하여 각 노드 별 송,수신 데이터의

개수를 추출하고 크기로 나타낸 결과다.

Fig. 2에서 원의 크기는 각 노드의 데이터 포워딩 횟

수를 카운트하여 차트로 나타낸 결과이다. Fig. 2를 보면

데이터 패킷의 경로가 1개 경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에너지 소모가 불균형 하다

는 것을 볼 수 있고 만약 기존의 경로 설정을 그대로 사

용한다면 4개의 중계 노드는 다른 노드보다 배터리 수명

이 빠르게 감소한다. 따라서 경로설정 알고리즘에 에너

지 효율을 고려한 경로 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 노

드의 데이터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2. 제안하는 AODV라우팅 기법

기존의 AODV 라우팅 프로토콜 방식은 라우팅 테이

블 상에서 자신이 전송한 데이터 패킷의 수를 인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노드의 배터리 소모율

을 고려하지 않고 경로를 계속 쓰게 된다. 따라서 각각

의 노드가 몇 개의 데이터를 송, 수신했는지 카운트하

는 변수를 추가하고 패킷이 일정 수 이상 넘어갔을 때

대체 경로로 재설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NS2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AODV 라우팅 프

로토콜에서 데이터 패킷이 들어왔을 때 패킷의 처리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 rt_resolve() 함수와 경로 탐색을

위해 보내진 RREQ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처리되는

recvRequest() 함수에 필요한 조건을 추가한다.

위의 알고리즘에서 rt_packet_e_cost는 각각의 노드

가 가지고 있는 포워딩 횟수를 카운트하는 값으로 사

용되고 이 값을 미리 설정한 limit_e_cost 값과 비교하

여 포워딩의 여부를 결정한다. limit_e_cost 값은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네

트워크 상태 및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조절 가능한 값

이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상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시

뮬레이션 하기 위해 limit_e_cost 값은 100으로 설정하

였다.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 AODV 라우팅 프로토

콜을 가진 네트워크는 노드의 포워딩 수가 100개가 넘

을 때마다 새로운 경로 탐색을 위해 경로 설정 메시지

가 보내진다. Fig. 4의 ①번 과정에서 A노드가 과소비

된 노드라고 판단되면 카운터를 초기화하고 ②번 경로

로 재설정한다. 그러나 일정 포워딩을 넘기면 ②번 경

로의 노드 또한 제한된다. 그리고 다음 경로를 찾는 ③

번 과정에서 A노드를 재사용할 경우 해당 노드의 배터

리 소모율을 낮추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포워딩 수가 100개를 넘은 노드는 충전

시간 등으로 이용 가능한 타임아웃 이전엔 경로 참여

를 제한하는 타이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데이

터 포워딩 수를 카운트하는 e_cost의 값을 초기화할 때

타이머 조건을 추가하여 타이머가 만료된 후에 경로를

재설정하기 위해 초기화를 시킨다. 

Fig. 3. Additional Conditions in rt_resolve().

Fig. 4. The Modified Route Determination.

Fig. 5. Timer Setting in rt_re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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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AODV 라우팅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ODV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AODV-EE라 정의하고 Fig. 6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

다. 각 노드에서 트래픽을 제어하는 목적을 가진

limit_e_cost 변수는 데이터 패킷이 노드로 들어올 때

현재 포워딩 수와 비교하여 패킷의 포워딩 유무를 결

정하는 역할이다. 송신 노드에서 실제로 패킷의 생산량

이 많다고 가정한다면 limit_e_cost 변수 값을 줄여서

트래픽을 조절하고 handle() 함수에 타이머를 추가한다.

AODV-EE의 구체적인 경로 설정 알고리즘 동작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패킷이 중계 노드로 들어왔을 때 e_cost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미리 설정된 limit_e_cost 값

과 비교한다.

2) e_cost 값이 limit_e_cost 값보다 작으면 기존의

AODV 포워딩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

하고, 비교한 값이 클 경우 현재 노드의 사용량이 많다

고 여겨 경로를 초기화하고 재탐색한다.

3) 노드는 비교 값이 클 경우, NodeTimer를 가동하

여 타이머가 만료되기 전까지 경로에 참여하지 못하도

록 e_cost 값을 초기화 하지 않는다.

4) 타임아웃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RREQ 메시지의

포워딩은 자연스레 거부된다. 시간이 지난 후 타임아웃

이 발생했을 때 그 노드의 limit_e_cost 값을 초기화하

여 다음 경로 설정부터 경로에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5) 만약 타임 아웃이 발생하여 e_cost가 초기화된 노

드로 RREQ 메시지가 들어왔을 경우 기존의 AODV 방

식과 동일하게 RREQ 메시지를 주변 노드에 전송한다.

6) 경로 설정이 완료되면 데이터 패킷을 포워딩한다.

7) 각각의 노드의 포워딩 수와 limit_e_cost 값을 비

교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한다.

3. 성능 분석 및 비교

AODV와 AODV-EE의 노드 전력 소모량을 비교하

기 위해 각각의 노드의 처리율을 Fig. 7에 나타낸다.

가로축은 노드 번호를, 세로축은 초당 패킷 처리율을

나타낸다. 

Fig. 7에서 기존 AODV 프로토콜은 싱크 노드를 제

외한 총 29개 노드 중 경로에 참여한 특정 노드에 데

이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AODV 방식으로 전송했을 때 각 노드들의 전력 소모

량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8은

시뮬레이션 시간에 따른 미사용 노드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시뮬레이션이 늘어날수록 AODV-EE를

적용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지 않은 노드의 수가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를

구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산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6. Algorithms of AODV-EE. Fig. 7. Throughput pe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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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경로 설정 알고리즘과 타이머를 활용 하면

Fig. 7, 8과 같이 특정 노드에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과

미사용 노드의 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제안하는 알고

리즘이 노드 간 전력 소모 격차를 평균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전체 전송된 데이터의 전송량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전송

하는 동안 새로운 경로 탐색을 위해 할당된 시간이 추

가됨으로써 데이터 전송 지연이 생기므로 기존

AODV보다 처리율은 감소하지만 노드들간의 에너지

효율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네트워크 환경에선 데이터의 처리율이 좋은 기존

의 AODV 방식을 사용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경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ODV-EE 방식을 사용

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을 동일한 무선 센서 노드에 적용하

여 필요에 따라 스위치가 가능하게 적응형 라우팅 프

로토콜로 구현하여 네트워크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다. 

4. 결  론

최근 스마트 폰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상에서의 센

서 노드를 활용한 통신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서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의 성능 개선 및 배터리 효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토콜의 비효율적

인 부분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무선 통신간의 배터리 효율 문제를 얼마

나 개선하였는가에 따라 프로토콜의 실용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및 특

수목적으로 쓰이는 AODV 라우팅 프로토콜의 무선 환

경에서의 배터리 효율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특정 노

드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였다. 제안하는 AODV-EE

라우팅 프로토콜은 패킷 전송 중에 경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 현상이 생기고 Fig. 9와 같이 전체

전송 데이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모니

터링 및 감지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전체 전송량 보다 각 노드

의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노드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노드가 빠르게 방

전되는 현상을 막고 배터리 교체 주기를 늦추어 전체적

인 네트워크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AODV 프로토

콜을 적용한다면 배터리를 수시로 교체하기 어려운 환

경, 예를 들어 해양 생태계 감지기, 재난 경보용, 군사

용 등에서 센서 노드들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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