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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우리는 센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수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센서 네트워크는 센.

서가 배치되어 있는 지형적 환경에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우리는 복잡한 모형의 장애물이 다수 위치한 네트.

워크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환경은 빌딩 내부 또는 복잡한 도심에 센서 네트워크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네트워크 수명의 최대화를 위하여 절대적인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수명을 최대화 하지 않는다 지형적인 요건으로.

말미암아 자주 라우팅 패스로 사용되는 특정 노드 앞으로 라고 이름 들은 다른 노드들 보다 에너지 소( critical node )

모가 빠르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빨라진다 뿐만 아니라. critical node

들은 두 영역을 연결하는 릴레이 노드로서 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티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네트워크 수명의 최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 에너지상태를 반영하는 라우팅critical node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서네트워크가 한정된 배터리 에너지를 가진 매우 많은 수의 노드로 구.

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확장성과 단순성을 갖는다.

문제 정의2.

임의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영역 안에 균등한 방식으로 센서노드가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A (sensing area) .

센서의 개수는 안에 위치하는 장애물의 크기와 개수에 따라 센서가 놓일 수 없는 면적이 달라지므로 고정되지A

않는다 우리는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의 제안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가정들 제외한다. .

우리는 복잡한 환경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연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라우팅 문제를 푼다.

네트워크 수명의 정의는 네트워크가 분할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우리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Weighted

로 추상화 시킨다 그리고 의 에너지양을 에 반영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최소 에너지양을graph . critical node graph

가지는 노드를 관찰한다 라우팅 패스 결정은 추상화된 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네트워크 수명을 최대화 하는. graph

라우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수명 연장을 위한 토폴로지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3.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로 추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의undirected weighted graph . graph

의 값이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 결정된 라우팅 패스는 네트워크 수명을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는edge cost .

의 에너지의 소모가 네트워크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 잔여 에너critical node critical node

지양을 의 로 반영한다 우리는 제안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의 대요를 말한다weighted graph edge co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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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장애물의 경계선 노드 인지: (boundary) (recognition)●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실행되기 이전의 준비 단계로 경계선 인지 알고리즘(Boundary recognition in sensor

을 실행해야 한다 이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센서 노드networks by topological methods)[1] .

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표를 부여한다 이름표를 부여할 때 장애물 또는 네트워크의 테두리에 놓여 있는 센서노.

드를 기준으로 한다 이름표를 보면 각 센서 노드들이 여러 개의 장애물중 어떤 장애물 근처에 놓인 센서 노드.

이고 장애물로부터 몇 홉 거리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거리에 여러 장애물이 있는 경, .

우 모든 장애물에 대한 구분인자와 떨어진 거리 정보들을 가진다.

노드와 노드의 선택D R●

각 센서 노드는 준비단계에서 받은 이름표를 기준으로 노드를 선정한다 이때 노드는 위에서 언급한D . D critical

를 말한다 노드가 선정된 후에 노드 선택이 이루어진다 노드는 에서node . D R . R undirected weighted graph

역할을 하는 노드로써 노드의 잔여 에너지 정보를 반영하여 의 정보 유지 및 라우팅 패스를 결정vertex D graph

을 하는 노드이다.

센서노드 개수의 추정●

우리는 센서노드의 개수에 관한 어떠한 가정을 두지 않는다 그래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의 잔. critical node

여에너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매번 노드의 잔여 에너지양을 알아내는데 많은 비용의 들기 때문에 노드 개수.

와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에 앞서 본 단계에서는 복잡한 환경에 분산된 노드.

들의 개수를 효율적으로 알아내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Undirected weighted graph●

선택된 노드를 로 하고 노드의 잔여 에너지양을 로 하는 그래프를 구성한다 지형적인 네트R vertex D edge cost .

워크의 모습은 변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토폴로지의 변형보다는 노드의 잔여 에너지양의 정보 변화를 그래프에

잘 반영해줘야 한다.

라우팅 알고리즘과 에너지상태 추정 방법을 통한 그래프 유지●

가장 작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라우팅 패스는 모든 경우에서 네트워크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적은 에너지를 남긴 노드들을 고려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기 위하여 노드의 잔여 에너지양을D

반영한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를 로 유지한다 이 정보는 모든 노드가 유지undirected weighted graph . R

하며 그래프의 정보를 통하여 최소 에너지를 가진 노드를 지나가지 않는 를 정한다 일반적으로shortest path .

글로벌한 그래프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 비용이 소모 된다 하지만 우리는 노드 개인이 자신. R

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노드의 잔여 에너지양을 추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D .

결 론4.

우리는 복잡하고 많은 장애물 즉 센서 노드가 놓일 수 없어서 통신일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환경에서,

센서네트워크의 수명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실제 센서 노드를 분산시키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매우 복잡하며 본 알고리즘이 더 현실성을 가지기 위하여 라우팅 알고리즘은 비현실적인 가정

없이 오직 주변노드와 연결정보 만을 이용한다 우리는 복잡환 환경만이 가지는 특징 즉(connectivity information) . ,

장애물 사이의 골목에 놓임으로써 라우팅 경로에 많이 사용되는 라는 개념을 정의했다critical node . critical

는 다른 노드들에 비하여 더 자주 라우팅 경로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node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제안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은 의 잔여 에너지 상태를. critical node undirected

의 로 반영을 하여 잔여 에너지 량이 적은 노드를 피하는 패스를 선정한다 뿐만 아니라weighted graph edge cost .

우리는 정보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추정 알고리즘도 제안했다 본 알고리즘은 분산된graph .

센서네트워크의 최대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라우팅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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