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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심지역이 각 센서에 의하여 얼마나 잘 센싱되는지의 정도에 한 커버리

지( )와 센서에 의하여 센싱된 데이터를 싱크노드까지 얼마나 잘 달될 수 있는지의 정도에 

한 연결성()은 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와 - (≤ )를 만족하는 최 의 센서 배치패턴 문제에 한 연구 결과를 기술

한다. 특히, -의 경우 최 이라 알려진 삼각 격자 패턴에 하여 -와 -

을 만족하도록 하는 배치 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센서를 효율 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센서 네트워크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 요한 문제이다. 특히, 높은 커버리

지와 연결성을 지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센서 

네트워크를 실제 환경에 용함에 있어서 요한 일이다. 

여기서 커버리지()는 심지역이 각 센서에 의하

여 얼마나 잘 센싱되는지의 정도로서 네트워크가 제공하

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한 연결성()은 

센서에 의하여 센싱된 데이터가 싱크노드까지 무선 통신

을 통하여 얼마나 잘 달될 수 있는지의 정도로서 네트

워크의 강건성과 통신 성능과 직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

와 -을 만족하면서 이에 필요한 센서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센서들을 배치하는 문제인 최 의 센서 배

치 패턴문제에 한 연구 결과를 기술한다. 이러한 최 의 

센서 배치 패턴을 찾는 문제는 센서네트워크의 운 비용

을 여  수 있으며 토폴로지 제어 알고리즘  로토

콜 설계하는데 있어서 지침 는 성능평가의 지표를 제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최 의 배치 패턴을 찾는 문제와 련하여 [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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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근 으로 -을 만족하는 최 의 패턴이 

삼각 격자 패턴이라는 을 밝혔다. 하지만 [1]에서는 센

싱 반경과 통신 반경이 각각   일 때 /≥
라는 

조건하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 의 경우, [1]의 

결과는 합하지 않다. 실제로 많은 센서들이 다양한 /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련하여 /
의 경우, 

-와 -  (≤ )를 만족하는 최  배

치 패턴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3]. 그

러나 다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크의 토폴로

지가 -의 경우와 다르다. 센서 네트워크가 다  

을 만족시키도록 하기 해 더 많은 센서가 요구

되고 이에 따라 패턴을 구성하는 센서간의 간격과 그들 

사이의 통신 반경은 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다  에서의 최 의 배치 패턴연

구는 최근 [4]에서 -의 경우만을 제시되었으며 

아직까지 임의의 정수  에 한 -와 -

을 만족하는 최 의 센서 배치 패턴을 찾는 

문제는 미해결 상태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와 -을 만족하는 

삼각 격자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스템 모델

을 제시하고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한

다. 3장에서는 -와 -을 만족하는 

삼각 격자 패턴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에 한 수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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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각 격자 패턴. (a) 삼각 격자 패턴에서의 보로

노이 다각형(선은 센서를 잇는 직선이며 선은 ). (b) 

3-.와 -을 한 삼각 격자 패턴(원은 

센서의 센싱 역).

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짓는다.

2. 시스템 모델  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각 센서의 센싱과 통신기능을 모델링하

기 하여 이진 모델(binary model)을 사용한다. 즉, 센싱 

상이 센서의 센싱 반경   내부에 있으면 항상 센싱되

며 서로 다른 두 센서가 서로의 통신 반경   안에 존재할 

때 두 센서는 연결되어 서로 이웃한다고 가정한다. 한 

각 센서의   값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비록 

실제 환경에서 센싱과 통신기능은 원의 형태가 아닌 비 

규칙 인 형태를 따른다할지라도 이진 모델을 사용하는 

와 에 해 최소한의 경계범 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본 논문의 결과는 실제 환경에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단순화를 해 최 의 배치 

패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심 역의 경계에 한 제

약은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심 역의 경계를 고려한다

면 경계의 모양에 따라 최 의 배치 패턴이 달라질 것이

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언 한 .-와 -  

배치에 한 정의이다.

[Definition 1] p-coverage와 q-connectity 센서 배

치 (p-coverage and q-connectity sensor deployment): 

-와 -  센서 배치는 다음의 두 조건

을 만족하는 배치 (와 는 임의의 양의 정수).

1) (-) 심지역의 모든 지 이 어도 개의 

센서에 의하여 측되어야 한다.

2) (-)임의의 센서 사이에 어도 개의 

서로소인 경로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최 의 배치 패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finition 2] 최 의 배치 패턴 문제 (Optimal 

deployment pattern problem):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정도 와   정도 가 요구될 때, 센

서의 수를 최소로 하는 -와 -  센서 

배치 패턴을 찾는 문제 (와 는 임의의 양의 정수).

각 센서노드가 센싱을 담당해야하는 역의 넓이는 센

서 와 의 이웃노드들 간의 등거리에 해당하는 선분으

로 이 진 보로노이 다각형의 넓이와 같다. 그림 1(a)에서 

선으로 구성된 도형이 그 도형의 간에 치한 센서의 

보로노이 다각형이다. 여기서 보로노이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을 길이를 라고 하자. 센싱을 해야 하는 체 역

을 AoI (Area of Interest)라 할 때, AoI 체를 측하기 

해 필요한 최소 센서의 수는 다음과 같다.

             센서의수 ⌈⌉           (1) 

그러므로 최 의 배치 패턴을 찾는 문제는 패턴을 구성

하는 임의의 센서의 보로노이 다각형의 넓이를 최 화하

는 패턴을 찾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논문에서는 삼각 격자 패턴을 구성하는 임의의 센서의 보

로노이 다각형의 넓이를 라 명명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min

 


                                                   (2)

3. p-coverage와 q-connectity를 한 삼각 격자 

패턴

본 장에서는 임의의 양의 정수 와 에 하여 -

와 -을 만족하는 삼각 격자 패턴을 제

시한다. -와 -  센서 배치를 해서는 

패턴을 구성하는 센서간의 간격과 한 /값에 한 정

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해 본 논문에서는 

먼  삼각 격자 패턴형태로 센서들이 배치되었을 때, 커버

리지 정도 을 계산하는 정리를 제시한다. 사실 이는 [5]

의 논문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 정

리를 역으로 용하여 센서 배치를 해 필요한 2가지 정

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센서 배치 패턴이 -을 만족하도록 하기 해 

먼  [5]에서 제안한 보조정리와 정리를 제시한다. 보조정

리 1은 수식의 정확성을 하여  ⌊ ⌋을 

 ⌈ ⌉로 수정하 다.

보조정리 1. 삼각 격자 형태의 센서 배치에서 가 주

어질 때, 을 센싱 반경으로 하는 센서의 센싱 역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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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3-, 5-.와 -을 만족하

는 삼각 격자 패턴을 구성하기 해 필요한 센서의 수.

재하는 센서의 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3)

 

                       

정리 1. 심각 격자 패턴형태로 센서들이 배치되었을 때, 

커버리지 정도 는 다음과 같다. 

       ≥




 
          (4)  

 

삼각 격자 패턴의 형태로 배치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임

의의 센서는 6개의 센서 노드들로 둘러싸여 있다. 임의의 

센서와 이들과의 통신으로 해서는 가 어도 그들 사

이의 거리보다 커야한다( ≥ ). 이 조건이 만족되면  

삼각 격자 패턴은 어도 -을 만족한다. 

삼각 격자 패턴에서 정리 1을 활용하면 와 가 주어

질 때, 커버리지 정도 을 얻을 수 있다. 반 로 정리 1에 

역으로 용하면 와 가 주어질 때, 의 값을 얻을 수

가 있다. 따라서 그림 1(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산된 

을 통해 삼각 격자 패턴의 경우  이라는 센서간의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게다가 삼각 격자 패턴에서 

 ≥ 이면 -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다

음과 같은 정리 2를 유도할 수 있다.

정리 2. 커버리지 정도 와 가 주어질 때, 센서 간의 

거리가  이고  ≥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 

격자 패턴은 -와 -을 만족한다. 여

기서 는 보조정리 1과 정리 1을 역으로 용하여 얻어

진 값이다.

그림 1(b)에서는 3-.와 -을 만족

하는 삼각 격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 패턴을 

구성하는 센서간의 간격은  으로 는 어도  보

다 크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의 경우의 의 값은 와 같다.

4. 수치 결과

본 장에서는 1-, 3-, 5-.와 -을 만

족하도록 삼각 격자 패턴 형태로 센서들을 배치할 때 요

구되는 센서의 수를 제시한다. 실험에서 =인 센서들

을 ×의 역에 배치하 다. 요구되는 센서

의 수를 계산하기 해 수식 (1)을 사용하 다. 그림 2는  

/가 에서 까지 변화함에 따라 삼각 격자 패턴이 

1-, 3-, 5-.와 -을 만족하기 해 필

요한 센서의 수를 보인다. 1-, 3-, 5-.와 -

을 만족하는 삼각 격자 패턴에서 각각 /

≥ , /≥ , /≥    일 때, 필요한 센서의 수

가 일정하게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식 (2)에

서  ≥ 가 되는 지 이다.

5. 결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높은 수 의 와 

을 유지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높이

기 해 요하다. 이와 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

트워크가 -와 -을 만족하도록 하는 

삼각 격자 패턴에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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