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3, No. 11, November 2010(pp. 1657-1666)

2차원 및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전송 알고리즘

김성운†, 박선영††, 천현수†††, 김근호††††

요 약

수중 센서 네트워크(UWSN: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는 수중 센서 노드들의 에너지 자원

의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통신 대역폭과 다양한 전파지연 등의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데이터전송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들이 해양 바닥에 고정된2차원

구조(2D: two-dimensional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 model)에서 이상적인 셀 크기의 육각 모자

이크 구조를 이용한 향상된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센서 노드를 해양 바닥의 닻에 매달아

움직임이 가능한 3차원 구조(3D: three-dimensional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 model)에서 효과

적인 데이터전송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인식 및 통신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D 및 3D 구조에서

제안된 방법들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기존의 전송 방법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Energy Efficient Data Transmission Algorithms in 2D and

3D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

Sung-un Kim†, Seon-yeong Park††, Hyun-soo Cheon†††, Kun-ho Kim††††

ABSTRACT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s (UWSN) need stable efficient data transmission methods because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limited energy resource, limited communication bandwidth,

variable propagation delay and so on. In this paper, we explain an enhanced hybrid transmission method

that uses a hexagon tessellation with an ideal cell size in a two-dimensional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 model (2D) that consists of fixed position sensors on the bottom of the ocean. We also propose

an energy efficient sensing and communication coverage method for effective data transmission in a

three-dimensional underwater wireless sensor network model (3D) that equips anchored sensors on the

bottom of the ocean.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proposed methods are more energy efficient than

the existing methods for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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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2D)

1. 서 론

최근 과학적, 상업적 탐구와 해안선 보호를 위한

수중 환경 관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수중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들을 이용하여 광범

위한 수중 자원 탐사와 과학적 자료 수집, 오염 감시,

연안 탐사, 재해 예측, 전략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1,2].

수중 센서 네트워크와 지상 센서 네트워크는 전송

매체의 특성과 환경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

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3]. 수중 센서 네트워크

는 에너지 제약적이고, 제한된 대역폭과 다양한 전파

지연, 제한된 인식범위의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어있

기 때문에 수중 환경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인

한 통신환경 제약 극복과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중 센서 데이터전송 기법이 라우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4]. 본 논문에서는 수중 센서 네트

워크의 응용에 따른 노드들을 배치한2차원 구조에

대해 저자들에 의해 연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5], 2차원 구조 및 3차원 구조의 각각의 경우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전송 알고리즘과 효율적인

인식 및 통신범위를 확장 방법을 비교 설명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향상된 하

이브리드 전송 방법과 4장에서는 3차원 수중 네트워

크 구조에서 인식 및 통신범위를 고려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5장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끝

으로 6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

2.1.1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센서

노드가 해양 바닥에 고정된 구조로, 해양 환경 관측과

해양 지질 관측 등의 응용에 적용되는 모델이다[3].

각 센서 노드들은 클러스터 단위로 구성되며 이러

한 클러스터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센서 노드들은 무선 음파 링크를 통해 하나 또는 더

많은 수중 싱크들(UW-sinks)과 연결된다. 수중 싱

크는 바닥에서 수면 스테이션까지 데이터를 전달하

는 역할을 하고[6], 이는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에

서 BS(Base Station)의 역할이므로 각 수중 싱크 노

드를 BS로 간주한다. 이러한 수중 싱크 노드들이 최

종적으로 수면 기지국(Surface Station)으로 데이터

를 전송한다[5].

2.1.2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는 군사적 감시, 해류의

흐름, 해양 생태 및 오염 감시 등 관측 응용에 사용된

다[7].

기존의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는 해수면에 떠

있는 부표(buoy)에 센서 노드를 매달아 수중에 설치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박에

의해 파괴되거나 군사 작전에서 임무 수행 시 발각되

기 쉽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그림 2와 같이 해양 바닥에 닻(anchor)을 설치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닻에 매달린 센서 노드가 상하 이동

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3,7].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과 달리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

크 모델에서는 수중 싱크(UW-sink)가 없고, 각 센서

노드가 직접 데이터를 수면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2.2 2차원 및 3차원 모델에서 중요한 이슈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2D) 모델에서는 수집

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중 싱크

노드로 직접 전송하는 직접 경로 전송 방법과 수중

센서 노드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수중 싱크 노드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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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3D)

송하기 위해 여러 중간 노드를 거쳐 전달하는 방식인

다중 홉 경로 전송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5-8]. 직접

경로 전송 방법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이 쉽다는 장점

을 지닌 반면 에너지 효율성과 네트워크 처리율이 낮

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다중 홉 경로의 경우

센서의 에너지 저장과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우팅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단점

이 있다[5-8]. 결과적으로 2D 모델에서는 에너지 효율

적인 전송 경로의 선택이 중요한 이슈이다[2].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3D) 모델에서는 센서

노드가 닻의 범위 내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식 및 통신범위를 고려한

토폴로지 구성이 중요한 요소이다[3].

3.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

적인 전송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본 논문의 저자들에 의해 이미 연

구된 내용에 기반하여 2D 기반 에너지 효율적인 전

송 알고리즘을 설명한다[5].

3.1 수중음향학 이론

3.1.1 수동소나방식

Urick[9]이 정의한 수동 소나 방정식에 따르면 수

중에서 방사된 신호의 신호대잡음비(SNR)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DI NL  TL  SL SNR +--= (1)

여기서 SL은 소스 신호레벨이고, TL은 전송손실,

NL은 노이즈레벨, DI는 지향성 지수를 의미한다. 식

(1)에서 모든 단위는 dB re µPa이며, 여기에서 1µ㎩

의 값은 0.67 ´ 10
-22
Watts/cm2[2]이다. 본 논문에서

는 dB re µPa을 dB로 약기하도록 한다.

제시한 2차원 수중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얕은 수

심의 무지향성 수중청음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향

성 지수 DI는 0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수신기에서

SNR의 목표치는 15dB[9], 평균 환경 노이즈레벨은

일반적인 얕은 수심에서의 값인 70dB로 가정한다.

따라서 식(2)에서와 같이 소스 신호레벨(SL)의 강

도를 전송손실(TL)로 표현할 수 있다.

85 +=  TL  SL (2)

3.1.2 전송손실

전송되는 신호는 원통 모양의 패턴에서 구형 모양

의 패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본 논문에

서는 얕은 수심의 원통형 전파 모델을 적용한다.

Urick[9]은 원통형으로 전파되는 신호에 대해 대략

적인 전송손실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제공한다.

 10     10  -3´+= αdlog dTL (3)

여기서 d는 소스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의 거리를

미터(m)로 나타낸 값이고, α는 주파수 의존형 흡수

계수 이며, TL의 단위는 dB이다[10].

식(3)은 수중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음향신호의 거

리에 의한 감쇠와 주파수에 따른 매체흡수 때문에 발

생하는 손실 에너지를 나타낸다. 식 (4)는 4～20℃ 수
온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평균 흡수계수를 나타낸다.

ï
ï
î

ï
ï
í

ì

££-´
££-´

££´´

££´

=
-

50 f35              f
3f20          f

20 f7       f
6 f1                  f

2.110601.0
57933.30601.0

107888.9
0601.0

37885.1

8552.0

a

(4)

위의 식(4)에서 f의 단위는 khz이고, α의 단위는

dB/km이다[10].

식(4)를 통해 수중에서의 모든 관심 주파수 영역

의 흡수계수를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송신기

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3.1.3 전송에너지

본 논문에서 위의 식(2), (3), (4)를 통해 소스 신호

레벨(SL)이 중간 노드의 거리, 그리고 전송 주파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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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클러스터에 대한 육각 모자이크 모델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였다. 소스 신호레벨

(SL)은 소스와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송신호 강

도(I)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Pa1
 10  

m
IlogSL = (5)

여기에서 I의 단위는 μPa이고, 식(5)는 I값을 구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atts/       10 0.67 10  2-18/10 mI SL ´´= (6)

위의 식에서 I의 단위는 μPa에서 Watts/m2으로

변환하였다.

결국 송신에너지 e는 소스에서 수신측으로 1m 떨

어진 거리에서의 전송신호 강도 I를 이용하여 식(7)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atts]          1 2  IHme ´´´= p (7)

여기서 e의 단위는 Watts이고, H는 수심을 나타내

며 단위는 미터(m)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거리 d와 주

파수 f를 이용하여 전송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3.2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전송 알고리즘

3.2.1 육각 모자이크 모델

그림 1에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된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림 1의 모

든 클러스터에 대해 그림 3과 같은 육각 모자이크

모델을 적용한다. BS(수중 싱크 노드)가 클러스터들

의 중앙에 위치하고, 각 셀은 다수의 센서 노드들을

가지며, 서로 인접하게 배열된다. 클러스터들의 중앙

에 인접한 셀들을 고리로 정의하고, BS의 바깥쪽부

터 둘러싼 고리들을 셀들의 집합 Ak 로 나타낸다. 즉,

BS와 멀리 떨어진 고리일수록 k값이 커지게 된다.

각 셀 내부에서 클러스터 헤드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각 셀의 클러스터 헤드만 외부 고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클러스터 내부의 다른 노드

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전

송할 때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는 슬

립모드 상태를 유지한다. 각 셀 내부 노드들이 소모

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클러스터 헤드

노드는 주기적으로 재 선출된다[11].

인접한 셀들의 집합인 고리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 고리 내부의 셀의 개수는 6k(k=1,2….)이다.

• 고리의 총 개수(q)는 반지름이 R인 원을 완전히

채울 만큼 필요하며, 다음 식(8)를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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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 센서 노드들과 BS간의 통신은 중간

노드들을 여러 번 거처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중 홉

포워딩 개념을 적용한 짧은 거리의 통신을 여러 번

하거나, 단 한 번의 한 홉 포워딩으로 센서 노드들과

BS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각 센서

노드들을 위해 두 가지 전송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전송 범위를 정의한다.

3.2.2 유니폼 포워딩 범위

다중 홉 포워딩 방법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각 센서 노드에서는 유니폼 포워딩 범위가 사용

된다. 그림3에서와 같이 인접한 셀들의 어떤 두 노드

가 항상 서로 통신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조건의 전송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l r f 13³ (9)

3.2.3 직접 전송 범위

각 센서 노드들은 중간 노드를 통해 다중 홉으로

BS까지 데이터를 전송 할 뿐만 아니라, 한 홉으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다. 클러스터의 대칭성

으로 인하여 고리 Ak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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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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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접 전송 범위

 

rf 

l 

그림 4. 다중 홉 포워딩 범위

와 같은 직접 전송 범위 rk를 사용한다.

. 2 1,           , 1)1(3 2 L=++³ kklrk (10)

그림 5와 같이, 각 노드의 직접 전송 범위는 통신

노드와 BS사이의 거리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3.2.4 이상적인 셀 크기 추정

제안한 네트워크 모델에서 중간 노드 거리 d (소스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 거리)는 에너지 소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d 는 셀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셀 크기 결정은 수중 센서 네트워

크 생존시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육각 모델의 고리Ak내부 센서 노드의 개수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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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리 Ak에서 데이터전송을 위해 센서 노

드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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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Ak내부에서 한 노드 당 평균 에너지 소비는

식(13)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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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로부터 유니폼 포워딩 범위( lrf 13 = m, f =

10 Khz)에서 데이터전송에 필요한 에너지 et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중 청음

기에서 수신 에너지 er은 전송 에너지의 약 1/5 정도

이다[12].

네트워크의 모든 데이터가 BS로 전송되기 때문에,

중앙의 고리 A1내부 노드는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다음과 같이 최대 전송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rrt eqqeeee -
+

+==
2

)1()(1max (14)

식(14)에 의해, emax와 셀 크기 l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모여있는 노드들의 개수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BS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비대칭성 때

문에 에너지 소비가 불균형적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소비 에너지를 위해 이상적인 셀 크기만

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생명주기를 최대화 시키지

못한다.

주어진 원형구역을 모두 커버하기 위해 식(8)을

이용하여 최적의 셀 크기를 계산하였다. 고리의 개수

q 와 셀 크기 l의 관계는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고리 개수 q와 셀 크기 l의 관계 (R=100m)

3.2.4 에너지 효율적인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

델링

그림1 과 같은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에

서 주어진 네트워크 영역의 반지름이 100m일 때, 네

트워크 영역을 여러 클러스터들로 나누고 3.2.1소절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클러스터에 육각 모자이크

모델을 적용한다.

반지름R이 100m 일 때, 주어진 영역에서의 고리

의 개수와 셀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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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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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 f 13=  
(multi-hop forwarding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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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

내어진 것과 같이 고리의 개수 q가 7일 경우 셀 크기

l은 9.091m이다.

3.2.5 에너지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

그림 7에서 정의한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

델을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전송 방법으로, 셀의 위치에 따라 유니폼 포워딩에

기반한 다중 홉 포워딩 방법과 직접 전송 방법을 혼

합한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각 라

운드 동안 모든 셀에서 헤드 노드를 제외하고 오직

한 노드만 활성화 상태라고 가정한다. 제안하는 전송

방법은 그림8에 도식화된 개념 처럼 다음과 같이 요

약 할 수 있다.

l k 가 m < k ≤ q 일 때, 고리 Ak내부의 노드들은

다중 홉 포워딩 방법을 사용한다.

l k 가 1 ≤ k ≤ m 일 때, 고리 Ak내부의 노드들은

직접 전송 방법으로 데이터를 BS로 직접 전송한다.

m 은 전송 방법을 결정하는 임계값이다.

기존의 다중 홉 포워딩 방법만으로 데이터를 전송

할 경우, 네트워크 전체 트래픽이 고리 A1으로 집중

되어 네트워크 전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지

만 제안된 하이브리드 포워딩 방법은 전체 에너지

소비가 A1보다 더 많은 Am고리의 노드들에게 분산

되고, 이에 비례하여 emax는 줄어들고 네트워크 생명

주기는 늘어나게 된다.

식(9)와 식(10)를 적용하는 직접 전송 방법에서 고

리 Ak의 총 소비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f
kr

f
kft

d
kktk NeNreNreE 1)()( +++= (15)

여기에서 f
kN 는 Ak-1로 전송된 패킷의 수를 의미

한다.

식(11)과 식(15)로부터 고리 Ak의 한 노드 당 평균

소비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2 1, ,/ L==  k       nEe kkk (16)

따라서 제안한 방법에서 유니폼 포워딩 범위와 직

접 전송 범위를 고려한 임계값이 m일 때, 고리 Ak에

서의 총 에너지 소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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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파수를 적절하게 할당함으로써 하이브리

드 전송 방법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식(3)과 식(4)에

의하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송손실 또한 증가하

게 된다. 이것은 수중 환경에서 높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센서 노드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BS와 전송 거리가 멀어질

수록 사용 주파수대역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주파수 할당 방법으로

노드들이 더 높은 전송부하를 감당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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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센서 노드들의 위치를 공간좌표로 표시한다.

(2) 한 센서 노드가 주변 환경에 의해 움직였을 때,

그 센서 노드를 Set A라 한다.

(3) Set A에 포함되지 않은 센서 노드들 중 Set A의

인식 및 통신범위 내에 있거나 가장 가까운 센

서 노드를 찾는다.

(4) 선택된 센서 노드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선택

된 센서 노드와 Set A에 속하는 센서 노드들의

전체 인식 및 통신범위가 가장 크도록 한다.

(5) 선택된 센서 노드를 Set A에 포함시킨다. Set

A에 모든 센서 노드들이 포함될 경우 전체 네

트워크의 인식 및 통신범위 확장이 완료되고,

모든 센서 노드들이 Set A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3)번 과정부터 반복한다.

그림 10. 센서 좌표 표시 그림 11. 센서의 이동

그림 12. 다음 동작 센서 선택

4.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인식 및 통

신범위를 고려한 알고리즘

제안된 알고리즘은 각 노드들을 잇는 가중치가 가

장 작은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데이크스트라 알고리

즘(Dijkstra algorithm)을 응용하여, 최소한의 에너

지로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가 최대한 넓은 인식

및 통신범위를 가지도록 한다[13].

센서가 해양 조류 등의 주변 환경에 의해 움직이

면, 가장 가까운 센서 노드와 서로 간의 인식범위가

겹치게 되어 전체 네트워크가 최대한의 인식 및 통신

범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움직인 센서 노

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서 노드를 서로 인

식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움직이면 센서의 움직임 대

비 전체 인식 및 통신범위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3차원 수중 공간을 수직으로 잘

라 생긴 단면에서, 해양바닥과 해수면에 수평인 선을

가로, 수직인 선을 세로인 체크 보드로 아래 그림들

처럼 나타낸다. 아래 그림들에서 센서 노드들은 검정

색으로 나타내고, 인식 및 통신범위는 센서 노드를 포

함하여 센서 노드를 둘러싼 9칸으로 가정한다.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센서 노드들은 상하 이동

만 가능하다[2]. 다음은 제안된 알고리즘 과정이다.

위의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

하면, 처음 센서 노드들의 위치는 그림 10과 같고,

그 위치를 공간 좌표로 표시한다. 3번 센서 노드가

주변 환경에 의해 그림 11과 같이 움직이면 그 센서

노드를 Set A라 한다.

그림 12의 좌표에서, Set A에 포함된 3번 센서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센서 노드들 중 Set A의 인식

및 통신범위 내에 있거나 가장 가까운 센서 노드를

찾아 선택한다.

선택된 2번 센서 노드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2번

센서 노드와 Set A의 인식 및 통신범위가 가장 크도

록 하고, 2번 센서 노드를 Set A에 포함시킨다.

그림 14에서는 모든 센서 노드들이 Set A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Set A의 인식 및 통신범위

내에 있는 1번 센서 노드를 찾고, 이동시켜 Set A가

효율적인 인식 및 통신범위를 가지도록 한다. 즉, Set

A에 모든 센서 노드들이 포함될 때까지 그림 12, 그

림 13과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센서 노드들의 최소한의 움직

임으로 인식 및 통신범위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5. 성능평가

본 절에서 2절과 3절, 4절을 바탕으로 2차원 및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제안 데이터전송 방법의

성능을 각각 실험을 통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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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선택된 센서의 이동으로 형성된 Set A

그림 14. 다음 동작 센서 재 선택

그림 15. 클러스터 헤드 노드당 고리 범위의 에너지 소비

(R=100m, l=9.062m, H=100m)

그림 16. 셀의 최대 에너지 소비 비교(R=100m, l=

9.062m, H=100m)

5.1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위한 제안 알고

리즘 성능평가

모든 셀의 신호 감지 확률이 같고, 같은 크기의

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셀은 같은 양의

데이터 패킷을 만들어 낸다.

고리의 임계값이 4일 때, 제안한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과 거리에 따른 주파수 할당으로 더욱 향상된 하이

브리드 전송 방법, 기존의 다중 홉 포워딩 방법을 비교

하였다. 이 실험에서 임계 고리 Am은 가장 낮은 주파수

를, 다른 고리들은 50kHz의 주파수를 할당하였다.

실험 결과로 다음 그림 15와 같이 제안된 전송 방

법들이 기존의 전송 방법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그림 16에서는 기존의 다중 홉 포워딩 전송에서 소비

한 최대 에너지 emax보다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에서

소비한 최대 에서지 emax가 37.65% 가까이 감소했고,

주파수를 적절하게 할당한 향상된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의 최대 소비 에너지emax가 54.51%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5].

5.2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을 위한 제안 알고

리즘 성능평가

그림 17에서 센서 노드들의 개수를 10개부터 50개

까지 10개씩 증가시키며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센서 노드들의 기본적인 인식범위는 모두 일정하다.

주변 환경에 의해 센서 노드가 움직이기 전까지의

상태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센서 노드들이 무작위

로 움직일 경우 움직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은 5회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으로 한다.

실험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노드들이 소비한 에너

지 대비 전체 네트워크 인식 및 통신범위의 효율을 평

가한다. 그림 17은 센서 노드가 무작위로 움직였을 때

와인식 및 통신범위를 최대로 확장하는 효율적인 알고

리즘에 따라 움직였을 때의 센서 노드 하나 당 평균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마지막 막대그래프는 센서 10

개에서 센서 50개까지의 실험 결과 값의 평균값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센서 노드들이 무작위로

움직였을 경우와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였을

경우의 평균 이동거리는 비슷하다. 즉, 두 방법에서

센서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8은 각각의 방법에 따른 전체 공간에

대한 인식 및 통신범위 값인 공간전체

공간된

 
 cover

을 나타

낸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꺾은 선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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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전체 면적에 대한 인식 범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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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센서 평균 이동거리

값은 전체 실험 결과 값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18의 그래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이동했을 경우의 인식 및 통신범위가 센서 노드들이

무작위로 이동했을 때에 비해 훨씬 넓고, 거의 전체

공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서 육각 모자이크 모델을 적용하여 임계값에 따른

유니폼 포워딩 또는 직접 전송을 하는 향상된 하이브

리드 전송 방법과 3차원 수중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

식 및 통신범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명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차원 수중 센서 네트

워크 모델의 향상된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은 중앙

고리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수중 센서 네트워크

의 전체적인 생존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게다가

고리에 따라 각각 다른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네트

워크 트래픽 부하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이 결과는

설명된 방법이 다중 홉 포워딩 방법과 전송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주파수를 할당하는 하이브리드 전송

방법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임을 나타낸다[5].

3차원 수중 센서 네트워크 모델의 인식 및 통신범

위를 고려한 알고리즘은 무작위로 센서를 이동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제안한 알고리즘이 비슷한 에너

지 소비량으로 훨씬 더 넓은 인식 및 통신범위를 가

질 수 있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에너지 효율적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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