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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의 발달로 사물에 대한 다양한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부여하여 사람 대 사람 또는 사물 대 사물 서로 교류하는 개념인 

IoT(Internet of Things)가 화제이다. IoT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Wireless Sensor Networks(WSN)에 대한 연구를 한

다. WSN은 전쟁터의 정찰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 적용되며 이를 구성하는 센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장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상호 통신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단절된 네트워크의 연결 복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WSN 네트워크의 연결 복구 방식, 연결 복구기법 및 알고리즘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서술한다.

키워드: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복구(restoration), 연결(connectivity)

I. Introduction

최근 과학의 발달로 사물에 다양한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부여하여 

사람 대 사람 또는 사람 대 사물이 서로 교류하는 개념인 IOT(Internet 
of Things)과 이슈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IOT를 구현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임베디드 시스템, WSN들 중 WSN에 대한 연구를 한다. 
WSN의 기술은 전쟁터의 정찰, 해안 탐사, 목표 추적, 환경 탐사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많이 적용된다.[1] 센서들은 작은 크기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가혹한 환경에서 고장에 취약하다. 
따라서 끊어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 복구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WSN을 연결하는 모델링이나 끊어진 네트워크

를 복구하는 여러 효율적인 방식 및 알고리즘의 연구 동향을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WSN 구조

 WSN을 구성하는 센서 장비는 각 회사의 제원에 따라 상이한 

구조를 가지지만, 크게 센서 각각의 노드와 그리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Fig.1.은 WSN의 구성도를 보여준다. WSN은 크게 

Sensing부, Processing부, Tranceiver부, Power source부로 나누어

진다. Sensing부는 센서의 배열 및 측정을 담당하며, Processing부는 

센서 노드 하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일을 수행한다.  Tranceiver부
는 메시지의 무선 송수신을 담당하며, Power source부는 구성 요소의 

전원 공급을 담당한다.

Fig. 1. WSN Block diagram

III. The Proposed Scheme

WSN를 구성하는 모델링 방식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Undirected graph이다. 정점들은 센서 노드를 나타내고 간선들은 

두 노드의 상호 소통을 나타난다.  모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무 

방향 그래프로 표현 가능하다. 해당 모델에서 통신 단절이 일어날 

경우 이러한 그래프 개념을 이용하여 복구하는데, 부모노드와 자식노

드 개념을 활용한다. 해당 방식의 단점은 자식노드의 연결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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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때 연결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이다. 하지만 부모노드가 고장 

난다면 이것은 그것의 이웃 노드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노드를 

재배열 하여 연결을 복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Minium spanning 
tree이다. 이 모델은 연결 복구과정에서 최소신장트리를 이용한다. 
무선 센서 노드를 트리형태로 구성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프림(prim)
이나 크러스칼(kruskal)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후,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여 노드 사이에 가중치를 구하고 최소신장트리를 찾는다. 마지

막으로 Steiner tree 모델이 있다. 해당 모델은 노드의 위치를 스타이너 

트리 정점을 찾거나 또는 노드가 이동 위치에 따라 재배치하기 위해 

결정한다. 이 스타이너 트리에 문제점은 전형적인 적당한 적합 알고리

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때문에 극도의 가혹한 환경 네트워크에

는 적하지 않다. 반면에, 해당 방법은 노드의 위치를 재배열할 경우는 

비교적 높은 효율을 보인다. 일반적인 WSN 네트워크의 손실은 피해가 

적으나 큰 손실일 경우에는 전체 네트워크를 분해해서 별도로 복구하

여야 한다. 이러한 복구기법으로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활동적인 

복구는 전 처리 과정이나 결정 작업을 고장이전에 준비하여, 고장 

즉시 복구를 가능케 하는 방식이다[2]. 수동적인 복구는 해당하는 

노드가 고장이 났을 경우 고장 상태에 적합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3] 위의 두 가지 방식을 합친 활동적/수동적인 복구는 

전처리 과정을 하지만 노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복구를 진행한다

[4]. WSN 복구기법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크게 중앙처리와 분산처

리가 존재한다. 중앙처리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들은 함께 작동하며 

이때 알고리즘이 실행된다. 해당 방식은 상호관계를 전부 파악 가능하

여 복구 진행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알고리즘이 증가할수록 

문제의 사이즈가 커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대규모의 네트워

크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분산처리 알고리즘이 있다. 해당 

방식은 문제를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분배화의 장점은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는 적합하지만 이를 구현하기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WSNs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 서술하고 모델링 

방식과 복구기법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서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인 IoT에 대해 서술을 하지 않았지만 한발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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