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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혼잡 제어 기법,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종 센서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혼잡 제어 

기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기존의 방법은 대규모 센서 네트워크 또는 특정한 타입의 데이터를 가정하고 혼잡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센서 네트워크 응용은 다양한 센서의 개발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어 다수의 이종 센서 노

드가 네트워크 구성 인자로 참여하는 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혼잡 제어 메커니즘은 분석하

고 이종 센서가 참여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혼잡 제어 기법을 연구한다.

키워드: 혼잡제어(congestion control), 이종 센서(heterogeneous sensor)

I. Introduction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환경은 단일 타입 데이터를 가정하는 데이터 

수집 환경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추세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수이

며, 이 경우 기존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이종 센서를 

고려하는 혼잡 제어 기법 설계를 위해 기존의 혼잡제어 기법을 분석하

고 이종 센서를 고려한 혼잡 제어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센서네트워

크는 그 응용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며 상황정보추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종센서가 포함된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 

데이터 융합[1,2]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혼잡 제어 기법은 다수의 이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부하분산하여 

네트워크 효율성과 수명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기존에 

제안된 연구[3]을 토대로 이종의 센서가 투입되는 센서네트워크 환경

에서 기존의 혼잡제어 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종 센서를 고려한 

혼잡제어기법을 연구한다.

II. Related Works

M. Kwak[3]의 연구는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제어 연구로써 병목현

상과 에너지 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제어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기법은 센서노드의 밀집도, 
센서노드별 트래픽처리량, 센서노드의 트래픽 부하, 센싱영역의 트래

픽처리량, 채널부하도를 고려한 혼잡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환경인 대규모 센서네트

워크를 가정하고 있으며 센싱영역을 중앙의 싱크노드를 기점으로 

r 반경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저자가 향후 연구로 언급한 

것처럼 네트워크 토폴로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 이종의 

센서가 투입되는 센서 네트워크는 수집 데이터와 응용의 요구가 

각각 다르므로 토폴로지 구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J. Park[5]의 연구는 멀티미디어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트래픽을 

고려한 혼잡제어 기법으로 다량의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 필요한 

네트워크에서 혼잡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트래픽

을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경로 선택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Periodic Monitoring Traffic, Event Driven 
Traffic, Multimedia Traffic, Query-Based Traffic과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각각 Green, Yellow, Red 로 3개의 등급으로 구분, 
각각 최단시간, 랜덤, 최대 에너지와 같이 우선고려사항을 둠으로써 

경로 선택에 차이를 두었다. 이 연구는 릴레이 노드의 패킷 생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백그라운드 노드에서만 네트워크 혼장 상황 

설정을 위한 패킷 생성이 가능하다. 또한 다종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를 실제로 고려하기 위한 실험이 없어 실험결과를 

통해 이종 센서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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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earch Objectives

이상의 두 연구를 고려할 때 우선 연구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종 센서노드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특성이 기존의 센서 

노드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특성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광범위한 범위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데이터 특성은 센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종 센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구하는 응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혼잡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응용의 요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주체인 

싱크 노드에서 이러한 응용의 요구들을 중복 없이 제어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V. Conclusions

최근의 센서 네트워크 환경은 다양한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법은 이종 센서를 투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과 다른 

형태의 혼잡 제어 및 라우팅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는 앞에서 

도출된 2가지 연구목표를 바탕으로 이종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

로 혼잡제어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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