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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망에서 기존의 치 기반 멀티캐스트 로토콜들 [1-10]은 별도의 역 라우  구조 없이 데이

터 달 경로, 즉 라우  경로를 결정한다. 이 결정 과정은 라우  경로상의 각 홉에서 이루어지지만, 
오로지 목 지 그룹의 치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목 지 그룹 자체가 바 지 않는 한 경로는 변경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목 지 그룹에 해 계속 으로 정보가 달 될 경우 라우  경로의 동 인 

결정과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로와 그 경로상의 노드가 반복 으로 사용된다. 각 노드들은 배터리와 

같이 제한 인 에 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 으로, 반복 으로 사용되는 노드들은 에 지 소모

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치 기반 멀티캐스트 로토콜들의 특성은 체 망에 다음과 같은 악 향

을 끼친다. 
  첫째, 체망의 에서는 죽은 노드들의 숫자가 아주 소수일지라도 망의 수명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센서 망의 수명이란 망의 개 시 으로부터 망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시

까지를 말한다. 이러한 수명은 응용에 따라서는 첫 노드가 죽은 시 을 기 으로 망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에 지 소모량의 많고 음과 계없이 죽는 노드가 빠르게, 많이 발

생하는 로토콜은 망의 수명을 짧게 만든다.
  둘째, 만약 다른 라우  경로상의 노드를 릴 이 노드로 하여 데이터를 송하는, 즉 다른 라우  경

로를 교차하는 통신이 있다면, 이 통신은 새로운 경로를 형성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본바 로 치 기

반 멀티캐스트 로토콜에서는 특정 라우  경로상의 노드들이 반복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경로상

의 노드들은 비슷한 에 지 소모를 보이고, 동시에 죽는다.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경로는 릴 이 로 

사용하 던 바로 그 노드만을 우회하기는 어려우며, 선형으로 죽은 노드들을 완 히 우회하여야만 한다. 
이로 인해 라우  경로가 길어지고 통신이 비효율 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원래라면 통신과  계

없었던 노드들까지 통신에 참여하게 되어 체 으로 소모되는 에 지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센서망을 한 로토콜은 단순히 라우 에 소모되는 에 지를 이기보다는 에 지 소모가 

특정 노드에 집 되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목 지 그룹의 치 정보를 이용하면서도 경로를 동 으로 변경시키는 멀티캐스트 로토콜을 제안한

다. 
  제안 로토콜에서 소스는 자신을 심으로 사분면을 형성하여 목 지 그룹을 각 네 등분한다. 그 다

음 소스는 나 어진 목 지 그룹 별로 라우  경로를 따로 만들어 데이터를 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 에 만들어진 사분면은 사 에 결정된 시간에 회 된다. 사분면이 회 되면 이에 따라 목 지 그룹

이 재분류되고 새로운 라우  경로가 만들어져 같은 경로가 반복 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 한 기

존 치 정보 기반의 로토콜들에서 목 지 정보를 모든 패킷에 인코딩하던 것과는 달리 라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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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변경 시에만 보내고, 그 경로를 노드들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확장성도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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