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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활성 검출에 근거한 애드혹 라우팅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통신 요구들을 결정하고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내의 노드들을 다양한 비활성 단계로 두는 시스템 및 방법으로, 노

드 활성 레벨에서 변화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변화에 근거하여 업데이트 송신 및 루트 선택과 같은 동작을 변경하

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특히, 상기 알고리즘은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목적지들, 상기 노드가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루트 조정, 길이가 변경될 수 없는 노드들로부터의 다수의 루트들과, 노드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목적지들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하여 각각의 라우팅 업데이트 구간에서 노드에서의 활성 레벨을 결정한다. 그

러면, 상기 노드는 이러한 활성 레벨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에 근거하여 이웃 노드들과 자신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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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oc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노드 활성 상태에 근거한 무선 애드 혹(ad-hod) 네트워크에서 노드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에 관한 것으로, 특히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 요구들을 검출하며, 노드들을 조건이 허락하는 비활성 상태로 두는 시스

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노드들을 다양한 활성 단계로 두고, 네트워크상에서 노드 활성 레벨에 근거한 네트워크 통

신 루트들을 전환하기 위해 증가하는 통신 요구들에 대한 검출이 사용된다.

배경기술

최근 몇 년 내에, '애드 혹(ad-hod)'네트워크로 알려진 이동 통신 네트워크의 형태가 발전되어 전통적인 기반 구조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다양한 이동 장치 통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각

각의 사용자 단말(이하 '이동 노드'라 함)은 상기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이동 노드들에 대한 기지국 또는 라우터로서 

동작할 수 있어, 기지국들의 고정된 기반 구조에 대한 필요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스 이동 노드로부터 목적지 

이동 노드로 보내지는 데이터 패킷들은 목적지 노드에 이르기 전에 전형적으로 다수의 중간 이동 노드들을 통해 전달

된다.

이동 노드들은 일반적인 애드 혹(ad-hod) 네트워크에서 상호간 통신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정된 네트워크들

과 접속하도록 할 수 있고, 공중 스위치 전화 네트워크(PSTN) 및 인터넷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용자 단말과 통신

할 수 있도록 더욱 복잡한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들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진보된 형태의 애드 혹(ad-hod) 네

트워크는 2001년 6월 29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897,790호 , (명칭 : 'Ad Hoc Peer-to-Peer Mo

bile Radio Access System Interfaced to the PSTN and Cellular Networks'), , 2001년 3월 22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815,157호, (명칭 : 'Time Division Protocol for an ad-hod, Peer-to-Peer Radio Network 

Having Coordinating Channel Access to Shared Parallel Data Channels with Separate Reservation Channel'), 

그리고 2001년 3월 22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번호 제 09/815,164호, (명칭 : 'Prioritized-Routing for an ad

-hod, Peer-to-Peer, Mobile Radio Access System')에 상세히 설명된다.

이러한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들에서, 데이터 흐름은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달되고, 적합한 루트 선택에 

상당히 의존한다. 전송 전력의 소모 및 파이프 라인 지연과 같은 팩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루트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음성 데이터와 같은 특정 서비스 클래스들은 전송시 최소한의 파이프 라인 딜레

이를 요구한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딜레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종종 송신 파워 레벨들을 증가시키고, 이는 이동 노

드들의 제한적인 파 워 공급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게 된다. 이동 노드의 파워 소모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접

근 방식으로 통신 요구에 의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노드들에 가변적인 비활성 상태 단계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서 소정 노드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상기 노드의 배터리 및 상기 패킷들을 수신하는 다른 노드

의 배터리의 파워 방출을 상당히 줄여, 노드 배터리에 대한 최대 사용 수명을 획득하여, 무선 상의 대역폭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더 적은 양 패킷들을 전송할 수 있는 휴면(dormant)상태로 된다. 이는 노드 배터리의 긴 수명이 중요한 원

거리의 센서 노드의 배치를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하다. 센서 노드들은 상기 노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노드들이나,

예를 들어, 온도, 습도, 바람 등의 환경적 조건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노드들, 또는 센서들은 네트워크 기능(c

apability)을 가질 필요가 있는 장치 부류에 속하나, 산발적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긴 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비활

성이다.

당업자가 이해할 수 있듯이,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송신, 수신 및 네트워크드에서 노드로 정보 패킷을 전송할 뿐만 아

니라, 상기 네트워크 범위 밖에 위치하는 노드들로의 또는 노드들로부터의 패킷들을 송신, 수신 및 전송한다. 애드 혹

(ad-hod)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이러한 패킷을 생성하는데, 상기 패킷들은 데이터 패킷 또는 제어 패킷들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데이터 또는 제어 패킷들 사이의 구별은 노드가 제 때 주어진 포인트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근거

하여 네트워크내의 노드 참가(participation)가 변경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즉, 데이터 패킷은 스트리밍 비디오 어플

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어떠 한 활성화를 수행하는 패킷들을 포함한다. 제어 패킷

들은 다른 노드들을 발견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며, 노드들 사이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공유하도록 생성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에서, 높은 빈도로 제어 패킷을 송신 및 수신하는 것은 상기 네트워크의 좀 더 정확하

고 완벽하게 인식(knowledge)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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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빈번하게 패킷을 전송하는 문제는 패킷 전송에 사용되는 노드 송신기들이 대체로 상기 노드의 가장 큰 파워 

소모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지들을 송신함으로써 노드 송신 사용을 피할 수 있는 각 경우에 상당

한 파워의 소모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패킷들은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소정의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

되기 때문에, 제어 패킷과 비교할 때 데이터 패킷들을 동일한 범위까지 제거될 수 없다. 그러나, 제어 패킷 송신은 노

드 업데이트들을 위한 필요가 더욱 작아지는 상황에서 감소한다.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는 대체로 다른 노드들을 발견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고, 노드들 사이의 네트워크 토

폴로지를 공유하는 메카니즘을 요구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오버헤드 메시지로 묘사되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획득되고,

제어 패킷 송신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확장 노드에는 제어 패킷 송신이 요구된다. 그러므

로, 빈번한 노드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는 것은 네트워크 노드들에서 송신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변화의 고 비율 추정 및 높은 트래픽 요구에 근거하여 많은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들은 대체로 1 내지 

5초 정도의 업데이트 레이트를 가진다. 노드 업데이트를 줄이기 위 한 하나의 접근 방법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네트

워크 노드들이 동기화되어 모두 '께어있는'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언제나 활성 노드들

을 감소시킴으로써 파워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을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협정에 있어, 

노드는 '깨어있는' 시간까지 데이터를 송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딜레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게다가, 상기 네

트워크 노드들이 서로 동기화되는 것이 늘 용이한 것이 아니다. '깨어있을' 때 노드들이 결합하고, 임의로 및 특정 규

칙에 따라 네트워크를 떠나는 이동 애드 혹(ad-hod)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업데이트를 실행하는 것은 특히 어렵다.

따라서, 애드 혹(ad-hod) 네트워크에서 제어 패킷 송신의 빈도를 감소시켜, 이동 노드들에서 제한된 파워 공급에서의

요구를 줄이는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본 발명의 목적은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내의 노드

들을 네트워크 통신 요구들에 근거하여 다양한 비활성 단계들로 두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노드 활성 레벨들에 근거하여 애드 혹(ad-hod)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업데이트를 계산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노드 활성 레벨에 근거하여 송신 루드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대체로 통신 요구들을 결정하고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내의 노드들을 다양한 비활성 단계로 두

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된다. 상기 시스템 및 방법은 노드 활성 레벨에서 변화를 검출하고, 상기 검출

된 변화에 근거하여 업데이트 송신 및 루트 선택과 같은 동작을 변경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특히, 상기 알고리즘

은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목적지들, 상기 노드가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루트 조정, 길이가 변경될 수 

없는 노드들로부터의 다수의 루트들과, 노드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목적지들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하여 

각각의 라우팅 업데이트 구간에서 노드에서의 활성 레벨을 결정한다. 그러면, 상기 노드는 이러한 활성 레벨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에 근거하여 이웃 노드들과 자신의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와 같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적용하는 다수의 노드들을 포함하는 애드 혹(ad-hod) 무선 통신 네트워크의 일 예의 블

록 다이어그램,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무선 노드의 일 예의 블록 다이어그램.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적용하는 애드 혹(ad-hod) 패킷 스위치 무선 통신 네트워크 100의 일 예를 도시하고 있

다. 특히, 네트워크 100은 102-1에서 102-n의 다수의 이동 무선 사용자 단말들(일반적으로 노드 102 또는 이동 노

드 102로 언급되는)과, 요구되지 않지만, 고정 네트워크 104에 접속된 노드들 102를 제공하기 위한 다수의 액세스 

포인트들 106-1, 106-2, ...106-n(일반적으로 노드 106 또는 액세스 포인트 106으로 언급되는)을 가지는 고정 네트

워크 104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고정 네트워크 104는 예를 들어, 코어 로컬 액세스 네트워크(LAN) 및 다수의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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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및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을 포함하여 다른 애드 혹(ad-hod) 네트워크들, 공중 교환 전화 네트워크(PSTN) 및 인터

넷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들에 액세스된 네트워크 노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100은 다른 노드 102, 106

또는 107사이에서 데이터 패킷들을 라우팅하는 다수의 고정 라우터 107-1에서 107-n을 더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

의 목적으로, 상기 논의된 노드들은 총괄적으로 '노드 102, 106 및 107', 또는 간단히 '노드들'로 언급될 수 있다.

상기 네트워크 100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환경의 형태에 따라, 고정 라우터들 107 뿐만 아니라 이동 노드들

102는 센서 노드로써 구성될 수 있다. 센서 노드, 또는 센서는 네트워크 성능을 가질 필요가 있는 디바이스 분류에 속

하나, 때때로, 잠재적으로 긴 구간동안 비활성 상태인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센서 노드는 예를 들어 온도, 습도, 풍속 

등등의 환경적 데이터와 같은 조건을 감시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를 중앙 수집(collection)에 제공할 수 있다. 전형적

으로, 노드 102 및/또는 107이 센서 노드로써 구성된 네트워크 100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 네트워크 104 및 IAPs 

106을 포함하지 않는다. 센서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같은 동작을 수행할 것이나, 센서 네트워크는 최소 업

데이트 타임과 같은 약간 상이한 동작 튜닝도 인정한다. 게다가, 네트워크 100은 전형적으로 보통의 이동 노드 102 

및 보통의 고정 라우터 107과 센서로 구성되는 이동 노드 102 및 고정 라우터 107을 뒤섞지 않는다. 즉, 네트워크 10

0은 전형적으로 센서 타입 노드 또는 보통의 노드 및 라우터( 및 가능한 IAPs 106) 중 하나를 포함하지만, 둘 다를 포

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는 이러한 제한에 한정되지는 않고, 보통의 네트워크 100에서 센서 노드 또

는 보통의 노드들이 사용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업자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드 102, 106 및 107은 각각 다른 노드들과 직접, 또는 노드들 사이에서 

전송되는 패킷들을 위한 라우터 또는 라우터들로써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노드들 102, 106, 107을 경유하여 통

신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특허 5,943,322, 미국 특허 09/897,790, 09/815,157 및 09/815,164에서 기술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노드 102, 106 및 107은 안테나 110과 연결되어 있고, 제어기 112의 제어하에 패킷

화된 신호와 같은 신호를 노드 102, 106 또는 107로 또는 노드 102, 106 또는 107로부터 수신 및 송신할 수 있는 송

신기 108를 포함한다. 상기 패킷화된 데이터 신호는 예를 들어, 음성, 데이터 또는 멀티미디어 정보, 및 노드 업데이트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화된 제어 신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노드 102, 106 및 107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RAM)와 같은 네트워크 100에서 자신 및 다른 노드들과 연관되는 라

우팅 정보를 (among other things)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114를 더 포함한다. 상기 노드 102, 106 및 107은 예를 

들어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진입할때나 네트워크 100 내의 기존 노드가 이동할 때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 메

카니즘을 통해 라우팅 통보 또는 라우팅 테이블 정보로 언 급되는 각각의 라우팅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특정 노드들, 특히 이동 노드 102는 노트북 컴퓨터 단말, 이동 전화 유닛, 이동 데이터 유닛,

또는 어떠한 다른 적합한 장치와 같은 어떠한 수의 장치들로 구성된 호스트 116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노드 102, 

106, 및 107은 또한 IP(Internet Protocol) 및 ARP(Address Resolution Protocol)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그 목적은 당업자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및 UDP(user datagram protocol)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 100 내의 노드 102, 106 및 107의 배치는 크게 이동 장치로부터 충분히 정지되

어 있는 장치에 이르기까지 각각 잠재적으로 노드 활성 프로파일의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는 특성들이 혼합되어 있다.

도 1의 활성 노드 102, 106 또는 107은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다. 제 1 구성 요소는 노드가 다른 노드들 또는 다른

네트워크들과 통신하기를 원하는 빈도에 의해 정의된다. 노드 활성의 제 2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의 위치가

변하는 비율에 의해 정의된다. 변화율 또는 다른 용어로 노드의 이동성이 측정되고, 감시되는 이러한 예는 2001년 11

월 13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제 09/987,102호,(명칭 : 'System and Method for Determining the Measure of Mo

bility of a Subscriber Device in an ad-hod Wireless Network with Fixed Wirelee Routers and Wide Area Net

work(WAN) Access Points'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노드는 정지되어 있거나, 활 동하는 상태가 아니면,(예를 들어, 

통신하지 않을 때)비활성이거나, 상기 노드가 이동하거나, 통신을 원하는 상태이면, 더욱 활동적이 된다. 하기의 설명

될 본 발명의 실시 예는 노드 102, 106, 또는 107이 비활성에서 활성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변화율을 관리하는 방

법 및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구조의 배치는 넓은 지역, 고도의 이동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드의 활성 동작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동 애드 혹(ad-hod) 네트워크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이다. 활성 네트워크 노드들의 정보(knowl

edge)는 노드들 사이의 교환되는 주기적 제어 메시지들에 분산될 필요가 있는 정보의 양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데 사

용될 수 있다. 비활성 노드 102, 106 또는 107은 자신의 제어 패킷 정보 교환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 1

00의 다른 노드들은 비활성 노드가 사용되지 않는 비활성 상태 동안 그들과 접촉하려고 하는 외부 엔티티가 없다면 

이러한 비활성 노드들에 관한 정보를 다른 노드들과 공유하는 것이 자주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드 이동성 또는 노드 통신 활성화 중 하나 때문에, 노드 102, 106 또는 107이 활성화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노드의

제어기 112는 그 노드의 상태가 다른 이웃 노드 102, 106, 107과 같은 노드 및 외부 엔티티 사이의 정보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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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송하도록 요구된 네트워크 100의 주요 구성 요소들에 활성화되도록 설정 제어 메시지 교환을 수행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상기 새로운 활성 노드의 제어 정보는 상기 노드(예를 들어, 노드 브로드캐스트 영역내의 노드 이웃들)

에 국한된 상기 네트워크 100의 일부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서, 데이터 페이로드의 효과적이 고 신뢰할만한 전

달을 돕는다.

전형적으로, 네트워크 100의 노드 102, 106 및 107이 비활성일 때, 상기 업데이트 레이트는 30초 이상만큼 느려질수

있고, 이는 수동 재충전 레이트로써 설명될 수 있다. 상기 노드들이 단순히 기본 접속을 유지하는 동안, 업데이트 정

보의 기간(age)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일단 노드 102, 106 및 107이 정보를 전송 또는 수신을 원하면, 노드는 더

욱 정확한 네트워크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업데이트 레이트는 증가된다. 네트워크 100의 각 노드가 수동 청취 모드

에 있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을 위한 요구가 있을 때까지, 각각은 정기적으로 느린 레이트에서 라우팅 및 네트워크 업

데이트 메시지를 수신하고, 같은 느린 레이트에서 업데이트 메시지를 송신한다.

노드 102, 106 또는 107이 데이터 송신에 대한 요구가 검출될 때, 상기 노드는 그것의 업데이트 레이트를 증가시킨

다.(예를 들어, 수동 리프레시 레이트의 두배의 새로운 레이트로) 노드 또는 단말이 소스, 수신기(sink) 또는 중간 라

우터로써 활성적으로 정보 라우팅에 포함된다면, 그것의 업데이트 레이트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예를 들어, 수동 

리프레쉬 레이트의 네배의 새로운 레이트로) 일단 상기 트래픽이 줄어들면, 상기 노드는 천천히 증가된 업데이트 레

이트를 수동 레이트로 돌아가도록 감소시킬 것이다.

도 1의 네트워크 100에서, 노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을 발견하기 위해, 파워 온 후에 예약 채널 상에

서 활동을 감시한다. 일단 상기 노드가 예비의 네트워크 맵을 생성하면, 노드는 네트워크 100에 활동적으로 참가하고

, 루틴 업데이트를 전송하는 선봉으로 자신과 네트워크 자신과 네트워크 100의 view를 방송한다. 그러나, 노드의 근

처에 있는 모든 모드들 102, 106, 107이 현재 수면 상태인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기 노드가 어떤 네트워크 트래

픽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웃해 있는 노드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상기 노드는 네트워크 100에

서 수면 상태에 있는 이웃 노드를 깨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다양한 활성 레벨에서 동작하는 노드 102, 106 및 107의 사용에 있어서, 'Power on'

알고리즘은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구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기 라우팅 테이

블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동 노드 파워 소모 레벨을 줄일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제어 패킷의 송신을 요구한다. 위에

서 아래에서 논의될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요구된 업데이트의 빈도가 결정되고, 업데이트들 사이의 최대 구간이 산

출된다. 업데이트들 사이의 최대 구간을 사용하여, 최저의 가능한 수의 송신이 획득된다.

게다가, 각 노드 102, 106 및 107은 기본 접속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노드들과 업데이트를 교환한다. 노드들

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업데이트는 높은 빈도로 수신될 수 있다. 노드들이 비활성 상태에 있을 때, 업데이트를 적은 

빈도로 수신되고, 끊임없이 비활성에서 활성 상태의 천이를 야기하는 이탈에 대해 모니터링된다. 상기 루트 구간은 

라우팅 테이블에서 진입 변경 레이트 및 그들의 라우팅 위치에 근거한다.

각 노드에 대한 라우팅 메트릭은 이전의 업데이트로부터의 이탈의 합으로써, 예를 들어 제어기 112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하기의 논의의 목적으로, 계산되고 있는 라우팅 메트릭에 대한 노드는 이웃 노드들과 구별하기 위해 'subject n

ode'로 언급될 것이다. 라우팅 변경(deviation)은 하기의 <수학식 1>과 같이계산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의 각 용어는 정수값을 가진다. 상기 'new destinations'는 상기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

운 목적지들을 나타내고, 상기 'new next hops'는 상기 노드가 실행할 수 있는 다수의 루트 변경을 나타내고, 상기 'n

ew routing lengths'는 그 길이가 변경된 상기 노드로부터의 다수의 루트를 나타내고, 상기 'deleted destinations'는 

상기 노드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목적지들을 나타낸다. 상기 <수학식 1>에 의해 산출되는 합은 대역폭 사

용, 혼잡(노드 및 근접하는 모두), 배터리 레벨, 및 네트워크 분열(멀티플 대체 루트 또는 미약하게 연결된 중요한 루

트와 강하게 연결된)과 같은 다른 라우팅 메트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일정 기간에 걸쳐, 각 업데이터 구간에서 <수학식 1>에 의해 산출된 합은 일련의 합의 값을 산출할 것이다. 시간에 대

한 이러한 값을 구성함으로써, 합값에서 방향의 함수가 생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노드에 의한 라우팅 정보의 변화

율이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하므로, 그 단계는 상기 함수의 미분에 근거하여 결정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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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기 주 노드가 정지되고, 모든 이웃 노드들이 정지되어 있을 때, 상기 <수학식 1>에 의해 계산된 합의 값

이 제로이다. 즉, 정지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new destinations', 'new next 

hops', 'new routing lengths' 또는 'deleted destinations'도 생성하지 못할 것이다. 주노드 및 이웃 노드들이 여러 번

의 업데이트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에 걸처 합값 구성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적 센서들

로 구성된 폐쇄 네트워크에서 기대되는 것과 같은 불변의 라우팅 테이블은 영의 미분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

떠한 라우팅 업데이트 구간에서 취해진 함수(수평선)의 미분은 영이다. 따라서, 상기 주노드에 의한 라우팅 정보 교환

비율에서의 어떠한 증가 또는 감소도 불필요하다. 오히려, 주노드의 제어기 112에 의해 운영되어, 영의 미분이 산출

되는 라우팅 알고리즘은 라우팅 업데이트 사이의 최대 시간 구간의 사용을 감독하는데, 상기 시간 구간은 네트워크 

요구 또는 다른 설계 요소에 근거하여 선택될 수 있다.

이는 합값이 일정 기간에 걸쳐 특정 값에 머무를 때와 똑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상기 <수학식 1>의 변수들이 여러

번의 업데이트 동안 5개의 결과값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함수는 그 기간동안 수평선이고, 그러한 업데이트 구간들 중

에서 취해진 함수의 미분은 그러므로 0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내의 주노드 또는 다른 노드들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

되더라도, 상기 움직임이 업데이트마다 변화가 없다면, 이웃 노드들과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비율은 변화된다.

반면, 네트워크에서 주노드 및/또는 다른 노드들의 움직임이 합값이 업데이트마다 변한다면, 그러한 업데이트에서 취

해진 함수의 미분은 업데이트마다 변경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노드 및/또는 이웃 노드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업데이

트 구간에서 상기 <수학식 1>로부터 특정 합값을 산출하고, 다음의 업데이트 구간에서 더 큰 합값을 산출한다면, 그

러한 구간들에서 구성되는 함수는 증가 라인이 될 것이다. 그 함수의 미분은 그러므로 양의 값이 될 것이다. 업데이트

마다 합값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면, 각 구간에서 구해진 미분은 양의 값이 되고, 업데이트 구간마다 합값의 증가가 

커진다면 미분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미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라우팅 업데이트 비율은 네트워크내의 증가되는 역동성에 응답하여 증가되어

야 하고, 네트워크 접속이 안정된 상태가 되도록 해야한다. 즉, 알고리즘의 미분이 양이 될때, 라우팅 정보 교환의 비

율이 라우팅 테이블에서의 변경에 응답하여 증가한다. 일단 안정 상태가 획득되면, 라우팅 업데이트 비율은 다시 줄

어들어 배터리 파워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 업데이트 구간마다 합값이 감소되면, 그러한 구간들에서 구성된 함수는 감소 라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간들에서 구해진 미분은 음이 될 것이다. 미분이 음이 될 때, 라우팅 정보 교환의 비율은 느려져서 라우팅 테이블에

서의 변화의 부족 때문에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대역폭을 회복된다.

제로 미분(zero derivative)에 의해 도출되는 순간적인 양의 변화의 경우에, 교환 비율은 점차 느려져서, 알고리즘이 

진동하는 교환 비율을 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진동을 야기하는 순간적인 변화의 일 예는 새로운 노드의 

활성화 이다. 이러한 경우, 라우팅 정보는 최소 비율보다 큰 비율에서 교환되어 새로운 노드의 소재지 정보가 그것을 

찾기를 구하는 목적지들에 전파되는 것을 보장한다. 점차적인 감속이 없이는 이를 새로운 노드에게 알리는 노드들이 

새로운 다음 도약 및 상기 네트워크가 적합한 루트에 집중될 때, 생성되는 라우팅 길이에 대한 재빠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루트들이 활성 노드와 비활성 노드들 사이에서 선택되어지는 경우에 비활성 노드는 라우터로의 사용을 위한 

보다 나은 지원자들이 된다. 라우터로써 액티브 노드를 사용하는 노드를 위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데이터를 

송신하기 때문에, 라우터로써 선택되어진다면 활성 노드를 사용하는 것은 활성 노드를 위한 전송률(throughput)의 감

소를 더욱더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알려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라우팅 메트릭으로써 주기적인 제어 트래픽에서 정

보(knowledge)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정보(knowledge)는 다른 노드들로 전파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득은 다른 노드들이 더욱 활성 노드를 포함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만드는 

네트워크 100 내에서 활성 노드들의 우선 순위를 끌어올리는 능력이고, 활성 노드들을 포함하는 데이터 우선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어, 노드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총체적인 효율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우선 순위 상승은 또한 네트워크 

자신이 활성 노드의 제어 정보의 더 넓은 지역으로의 분산을 증가시키도록 하여, 그러한 상기 데이터 스트림의 견고함

및 신뢰가 증가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스트림으로 더욱 더 라우팅 옵션을 줄 수 있다.

상기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단지 일부의 실시 예들에 관하여 설명하 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는 한도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을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자명하다 할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활성 레벨에서의 증가 또는 감소에 근거하여 이웃 노드들과 자신의 라우팅 정

보를 교환하는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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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노드 활성에 근거한 애드 혹(ad-hod) 무선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드에서 활성 레벨을 결정하되, 상기 노드는 정보 교환 레이트를 가지고, 그 정보 교환 레이트

에서 상기 노드는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내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웃 노드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활성 레벨에서 변경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를 교환 레이트를 변경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 및 상기 이웃 노드들의 이동을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하기의 <수학식 2>에 따라 상기 활성 레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new destinations'는_ 상기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목적지들을 나타내고, 'new

next hops'는 상기 노드가 실행할 수 있는 다수의 루트 변경을 나타내고, 'new routing lengths'는 그 길이가 변경된 

상기 노드로부터의 다수의 루트를 나타내고, 'deleted destinations'는 상기 노드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목

적지들을 나타낸다.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상기 정보를 데이터 패킷 형태로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노드에 관련된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하는 과정은

상기 정보 교환 레이트를 활성시 각각 증가 또는 감소에 응답하여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교환 레이트는

상기 활성 레벨이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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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이동 디바이스, 라우터 또는 지능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노드 활성에 근거하여 그 통신을 제어하는 애드 혹(ad-hod)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에 있어서,

제 1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노드에서 활성 레벨을 결정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노드는 정보 교환 레이트를 가지

고, 그 정보 교환 레이트에서 상기 노드는 정보를 상기 네트워크 내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이웃 노드로 전송하고,

상기 제어부가 상기 활성 레벨에서 변경에 응답하여 상기 정보를 교환 레이트를 변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노드 및 상기 이웃 노드들의 이동을 고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은

하기의 <수학식 3>에 따라 상기 활성 레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에서 'new destinations'는_ 상기 노드가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목적지들을 나타내고, 'new 

next hops'는 상기 노드가 실행할 수 있는 다수의 루트 변경을 나타내고, 'new routing lengths'는 그 길이가 변경된 

상기 노드로부터의 다수의 루트를 나타내고, 'deleted destinations'는 상기 노드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목

적지들을 나타낸다.

청구항 12.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를 데이터 패킷 형태로 보내는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는

상기 노드에 관련된 라우팅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청구항 14.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정보 교환 레이트를 활성시 각각 증가 또는 감소에 응답하여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

드.

청구항 15.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 교환 레이트는

상기 활성 레벨이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청구항 16.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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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이동 디바이스, 라우터 또는 지능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노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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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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