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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이란 인간의 일상생활에 사용 중인 가전제품, 의료기기, 기타 센서 부착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스로 통신하

고 제어하는 환경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각 사물들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센터노드를 설정하고 각 

사물들이 센터 노드를  중계기로 활용하여 다른 사물들과 효과적인 통신할 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키워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things), 센터 노드 (center 
node) 

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보유

한 각 사물들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센터노드를 설정하고 센터노

드에 대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을 생성하여 한 

영역내의 사물들이 다른 영역의 사물들과 통신할 때, 센터 노드(center 
node)를 중계기(repeater)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통신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군집로봇의 효율적 협조탐색을위해 보로노이 테셀레이션(voronoi 
tessellation)과 k-mean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1]. 이 연구에

서 경로계획을 위해 A*알고리즘과 potential field 방법의 이용을 

제안하였다. 디스플레이 사물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 분야에 보로노이를 적용한 연구가 

있었는데 보로노이-테셀레이션 알고리즘을 활용한 손 모델을 제안하

였고 이를 통해 좀 더 자연스러운 비주얼 터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하였

다[2]. 무인비행체의 생존 가능성의 최대화를 위한 경로점 결정을 

위해 일반화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있다[3]. 이 

연구에서는 위협을 회피하는 비행경로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계산된 초기 경로 점을 대상으로 이를 최적화하여 

정확한 피격율이 반영된 비행 경로점을 결정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2차원 평면 또는 3차원 공간에 위치하는 

노드들을 동일한 거리로 양분하는 선분들로 구성된다[4].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활용되는 분야는 천체물리학역학, 기하학, 항공, 수문학, 
건축학, 컴퓨터그래픽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림 1은 2차원 평면에서 

가상의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100개의 노드들에 대한 표현이다. 
각 노드들은 송수신 능력을 갖춘 사물인터넷의 사물들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물들은 스스로 상호 통신할 수 

있으나, 송수신 능력과 기능, 전력  소모량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제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물과 근접한 중계기를 통해 원하는 상대사물과 통신을 하고자 

한다. 그림 2는 이러한 중계기 역할을 하는 10개의 중계 노드이다. 
그림 3은 10개의 중계 노드에 대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과 100개의 

사물노드들에 대한 표현이다. 해당 영역에 소속된 사물들은 해당 

영역의 중계노드를 통해 다른 영역의 사물들과 통신을 한다. 이러한 

구성된 통신망은 그림 4에 표현되어 있다. 자신의 보로노이 영역의 

사물들은 중계노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신한다. 이렇게 함으로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각 사물들의 송수신능력, 기능이나 전력소모

량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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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100 Node of an IOT 

 

Fig.3. 10 Voronoi Diagram for Center Node

 

Fig.2. 10 Repeater Node

Fig.4. Final Network Topology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각 사물들 간의 효율적인 

통신을 위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과 통신하기 위한 매개 노드인 센터 노드들을 

대상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통신하므로 

각 사물들이 직접 통신하는 것보다 통신거리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노드들이 통신을 위한 전력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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