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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로봇시스템을 위한 통신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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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d-hoc wireless network environment, that the fixed sensor nodes and the sensor nodes to move are mixed, as 
the number of the sensor nodes with mobility are getting more, the costs to recover and maintain the whole network will 
increase more and more. This paper proposed the CDSR (Cost based Dynamic Source Routing) algorithm being motivated from 
the typical DSR algorithm, that is one of the reactive routing protocol. The cost function is defined through measuring the cost 
which any sensor node pays to participate in the whole network for communication. It is also showed in this paper that the 
proposed routing algorithm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and life of whole sensor network through a series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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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속해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들은 

서로 통신하고 상호작용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한 공통된 언어가 필요한데 이를 ACL (Agent 
Communication Language)라고 하며 ACL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있어서 가

장 널리 사용되는 ACL로서는 KQML [1]과 FIPA-ACL [2]이 

있다. 이러한 언어들은 주로 관리기관의 decision making 
[3,4], 재정관리[5], 항공기 유지보수[6] 등에 사용되는 

software agent들을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에이전트 간 협상(negotiation)을 위해 고수준의 정보

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요구에는 기존의 ACL이 유용할지 

모르나, 저수준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 즉 시간적인 

제약이나 대역폭(bandwidth)의 제한을 가진 시스템에서 기

존의 ACL은 상당히 불리한 오버헤드를 가진다[7].
로봇시스템의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원격신호, 비디오, 오디

오 그리고 센서로부터의 측정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매

우 빈번히 전송하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느린 무선 네트

워크 또는 RF 모뎀 등을 이용한다. 실제 로봇 시스템들 사

이에 주고받는 데이터는 원격 명령어 같은 비교적 단문의 

메시지들이거나 스트리밍 비디오 같은 큰 용량의 멀티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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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파일인 경우가 많다. ACL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단문의 메시지인 경우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멀티미

디어 파일을 주고받기에도 ACL은 적절한 언어는 아니다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CL을 사용하면서 단문

의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방식을 추가한 이중 구조

의 통신 방식을 제안한다.

II. 지능형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지능형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의 작업환경은 

각종 센서 및 기기와 유 무선으로 연결되어 센서네트워크

를 이루고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사람, 에이전트, 그리고 기

기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communication 형태를 그림 1
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림 1의 “a”에서는 인

간과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의 communication을 기술하며 자

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영상인식(image processing) 등을 통한 HCI 
(Human-Computer-Interaction) 기능을 요구한다. “b”는 지능형 

에이전트간의 통신(interagent communication)을 기술하며 저

수준의 통신과 고수준의 통신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구조의 

통신방식을 가진다. “a”와“b”에서는 사용자의 의도를 기술

(intentional stance description)하기위해 어떤 상태에 대한 정

보를 믿음, 욕구, 희망 등의 정신적인 상태 또는 태도로 표

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c”의 경우는 통상적인 홈

네트워크 홈서버와 end device들 간에 요구되는 수준의 통

신프로토콜이 요구되며, 센서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기기들

로부터 센서 데이터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융

합하여 상황 인식(context awareness)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d”는 버튼, LED/LCD, sound 등의 기기자원을 통

한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기기제어

를 위한 제어명령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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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d Hoc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
Fig. 2. Ad Hoc routing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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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pen 환경에서 사람, agents, 기기들 사이의 communica- 
tion 유형.

Fig. 1. The communication types among human, agents and 
devices.

그림 1에서 정의한 4가지 통신 형태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H/W를 설계하였다. 스마트 홈(smart 
home) 시스템과 같은 고정형 에이전트의 경우 유선기기들

과는 RS485통신을, 무선기기들과는 IEEE 802.15.4 기반의 

지그비(Zigbe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도

록 하였다. 이동 로봇과 같은 모바일 에이전트는 지그비를 

이용해 다른 에이전트 및 기기들과 통신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이동에 따른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

(self-organization)할 수 있어서 라우팅 경로를 유지할 수 있

는 기능을 요구한다. 또한 지능형 에이전트들은 인간과 에

이전트,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사이의 고수준의 통신프로토

콜 구현이나 대용량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802.11b 기반의 

무선 랜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III. Cost 기반 Ad-hoc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알고리즘

1. 최소거리 기반의 라우팅 알고리즘

1.1 Ad-hoc 무선 네트워크 환경과 Routing Protocol

센서 네트워크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각각의 센서 노드들의 수가 수십에서부터 수백, 수
천 이상의 대규모로 구성될 수 있고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

문에 저 전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multi 
hopping 방식으로 통신을 하며 센서 노드들의 이동 또는 

fail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빈번히 변한다는 것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8,9]. 이러한 특징들 가운

데 특히 전원 소비를 최소로 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

어 왔는데 전통적인 data aggregation, join, average와 같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통계처리를 통해 무선 송수신 횟수를 

최소로 함으로써 전원소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왔

다[9,10]. 그러나 그 적용에 따라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통계적인 프로세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메디컬 방면에 응용이 되어 환자나 일반인의 건강상태를 

감지하는 것이 각 센서 노드들의 역할인 경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통계 처리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

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selection 순서의 재정의, 그리고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선택적인 query 등과 같은 query optimization
을 통해 네트워크 전체의 전원소비를 줄이려는 시도가 제

안되었으며[9], 위치정보를 가지고 지도검색과 같은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에 널리 이용되는 R-Tree 기반의 

Routing Tree 구성[10] 등이 연구되어 있다. 또한 위치정보

와 각 센서 노드의 센싱 범위, 통신 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센서 노드들을 잘 배치시키면 네트워크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된 연구 또한 있어왔다[12,13]. 
본 논문에서는 고정된 센서 노드들과 이동하는 센서 노

드들이 혼재되어 있는 Ad-hoc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단계 호핑 방식(multi hopping)의 

센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경우 이동성을 가진 센서 노드

들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경로를 재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더 많아진다. 기존의 Ad-hoc routing 
protocol은 그림 2와 같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Proactive routing protocol(table-driven)의 대표적인 방법이 

DSDV (Destination-Sequenced Distance-Vector) Routing [14]이
고 Reactive routing protocol(Demand-driven)의 대표적인 방법

이 DSDV 기반의 AODV (Ad-hoc On-Demand Distance-Vector) 
[15]와 DSR (Dynamic Source Routing) [16,17]이다. 

Ad-hoc routing protocol의 근간은 거리 기반의 Distance 
vector algorithms으로서 두 센서 노드간의 경로는 각 센서 

노드 사이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로 정의한다. 각 

노드는 목적지 노드에 대한 리스트, 목적지로 가기 위해 뛸 

다음 노드의 주소, 목적지까지의 hopping count 그리고 중복

된 통신요청(looping problem)을 회피하기 위한 sequence 
number를 항목으로 하는 routing table을 가지고 있다. 
Proactive routing protocol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routing table
을 이웃노드들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최신의 routing 
table을 유지함으로써 각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필연적으

로 필요 없는 통신 traffic이 발생하게 된다.
Proactive routing protocol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필요시에

만 라우팅 경로를 만드는 방식을 Reactive routing protoco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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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Q dest init sender hop req. ID

그림 3. Route request를 위한 broadcasting packet.
Fig. 3. Broadcasting packet for rout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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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Q N8 N1 N3 2 req. ID

RREQ N8 N1 N1 1 req. ID

RREQ N8 N1 N1 1 req. ID

RREQ N8 N1 N2 2 req. ID

RREQ N8 N1 N4 3 req. ID

RREQ N8 N1 N5 3 req. ID

RREQ N8 N1 N4 3 req. ID

RREQ N8 N1 N4 3 req. ID

RREQ N8 N1 N6 4 req. ID

RREQ N8 N1 N7 4 req. ID

N1 N1 1
D(S) N H

N4 N4 1
D(S) N H

N1 N4 3

N2 N2 1
D(S) N H

N1 N2 2
N4 N4 1
N1 N4 3

N5 N5 1
D(S) N H

N1 N5 3
N7 N7 1
N1 N7 4

N4 N4 1
D(S) N H

N1 N4 3
N6 N6 1
N1 N6 4

RREQ senderdest. hopinit. req. ID

N1 N1 1
D(S) N H

그림 4. DSDV의 Table을 가지는 DSR.
Fig. 4. DSR with the Table of DSDV.

RREQ N8 N1 N1 1 req. ID

그림 5. N1에서 N8까지의 routing discovery를 위한 broadcasting 
packet.

Fig. 5. Broadcasting packet for routing discovery from N1 to N8.

D(S) N H
N1 N1 1

그림 6. N2의 routing cache.
Fig. 6. Routing cache of N2.

D(S) N H
N2 N2 1
N1 N2 2
N4 N4 1
N1 N4 3

그림 7. N5의 routing cache.
Fig. 7. Routing cache of N5.

N1

N2
N5

N8

ACK sender nextdest. req. ID

ACK N1 N8 N5 req. ID
ACK N1 N8 N2 req. IDN5

ACK sender nextdest. req. IDnext

ACK N1 N8 N2 req. IDN5 N1 N1 N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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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N2 2
N4 N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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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N5 1
D(S) N H

N1 N5 3
N7 N7 1

그림 8. 거리(hopping count)에 의한 라우팅 경로.
Fig. 8. Routing path based on hopping count.

라 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AODV와 DSR이 있다. 본 논

문에서는 DSR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상기의 routing table을 

가지지만 거리 값이 아니라 센서 노드 자신의 라우팅 비용

을 나타내는 척도를 사용하여 routing 경로를 설정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1.2 DSR 알고리즘에서의 Route Discovery

DSR에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그림 3과 같은 Route 
request (RREQ)를 네트워크상에 broadcasting하는 source 
routing을 통해 라우팅 경로를 찾게 되는데 패킷 헤더에 목적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의 지나간 노드를 명시하여 전송한다. 
여기서, RREQ는 Route request, sender는 패킷 전달자(이

전 노드), dest.는 목적지 노드, hop는 패킷이 전달된 횟수, 
init.는 시작 노드, req. ID는 패킷 구분자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4의 노드1(N1)은 노드8(N8)을 목적지로 하는 Route 
request(RREQ) 패킷을 그림 5의 예와 같이 전체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 한다.
N2는 RREQ 목적지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RREQ를 다

시 브로드캐스팅 한다. 이 때 자신의 라우팅 캐시에 패킷에 

대한 정보를 그림 6-6과 같이 기록한다. 그림 6-6 패킷의 

Source(S)는 N1, 이웃노드(N)는 N1, 그리고 hopping 수(H)는 

1임을 의미한다. 
브로드 캐스팅된 패킷은 N3도 받게 되며 N2와 마찬가지의 

작업을 한다. N5는 N2와 N4로부터 브로드 캐스팅된 패킷을 

각각 받으며 자신의 캐시를 그림 7과 같이 유지한다. N1에서 

N5까지의 경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N5의 이웃노드(N)는 N2
와 N4이며 N2를 거쳐 N1까지 가기위한 hopping count(H)는 2
이고, N4를 거쳐 N1까지 가기위한 H는 3임을 의미한다. 따
라서 H가 적은 N1-N2-N5가 그 경로로 선택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N1에서 N8까지의 경로는 가장 적은 

hop count를 가지는 N1-N2-N5-N8로서 선택된다. 
최종적으로 N8은 RREQ 패킷의 목적지가 자신이기 때문

에 Route Reply 신호를 ACK. 패킷에 담아 보내며 이는 경

로의 역순으로 N1에 전달된다. 그림 8은 N8-N5-N2-N1로 

전달되는 ACK. 패킷을 나타내고 있다.
2. Cost기반 라우팅 알고리즘

2.1 라우팅 비용 함수의 정의

기존의 DSR 알고리즘에서는 그림 8과 같이 hopping 
count를 기준으로 N1-N2-N5-N8로의 라우팅 경로가 생성되

지만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의 라우팅 비용 정보를 

추가하여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는 N1-N3-N4-N5-N8이 최

적 경로로 선택될 수도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Ad-hoc 네트워크 환경에서 N3은 고정되어 있

지만 N2는 이동 로봇과 같이 빈번히 이동한다면 이 경로는 

N2의 이동에 의해 link broken이 발생하여 오래가지 못해 

다시 route request를 전 네트워크에 broadcasting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mobility가 큰 노드는 가급적이면 경로선택

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route request를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네트워크 전체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

로 한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자동차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 거리는 짧지만 차가 많아서 막히는 길과 먼 거리를 

돌아가지만 막히지 않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외곽도

로가 있는 경우 종종 후자의 길을 택한다. 마찬가지로 네트

워크상에 있는 어떤 센서 노드가 거리상으로는 가까울 지

라도 병목지점에 있다면 이를 피하여 라우팅 경로를 선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반영하는 최적의 경로선택 알고리즘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라우팅 비용 함수 를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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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dest. source sender Cost Pi req. ID

그림 9. 라우팅 비용을 고려한 Route request broadcasting packet.
Fig. 9. Route request broadcasting packet considering rout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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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N3

N4

N5

N7

N6

N8

RREQ N8 N1 N2 25 req. ID
RREQ N8 N1 N5 27 req.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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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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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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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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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N1 13
D(S) N C

Powe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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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1
P4= 5+3+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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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7 = 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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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7 = 9+11=20

RREQ N8 N1 N4 21 req. ID

Power=7
Fr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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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1
P6= 7+2+0 = 9
C1346 = 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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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Q N8 N1 N4 21 req. ID

RREQ N8 N1 N4 30 req.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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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8 = 11+6=17

RREQ N8 N1 N3 13 req.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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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N C

N1 N2 31
N4 N4 14
N1 N4 27

N4 N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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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N4 30

N5 N5 12
D(S) N C

N1 N5 33
N7 N7 17
N1 N7 38

N3 N3 12
D(S) N C

N1 N3 21

RREQ N8 N1 N4 21 req. ID8

8

8

N4 N4 19
D(S) N C

N1 N4 32
N6 N6 20
N1 N6 41

9

6
16

RREQ N8 N1 N1 0 req. ID9

D(S) N C

4

RREQ N8 N1 N7 32 req. ID11

RREQ N8 N1 N1 0 req. ID9

RREQ senderdest. Costsource req. IDPi

그림10. Cost함수에 기반을 둔 Route Discovery.
Fig. 10. Route Discovery based on Cos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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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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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0
wj = 1
P5= 3+3+0 = 6
C85 = P8 +P5=6+6 = 12

ACK senderdest. Costsource req. IDnext

ACK N1 N8 N5 req. ID0N8

Power=5
Fr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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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 = 1
P4= 5+3+0 = 8
C54 = 6+P4=14
C854 = 12+P4=20

Power=2
Freq=2
Mobility=0
wj = 1
P3= 2+2+0 = 4
C43 = 8+P3=12
C8543 = 20+P3=24

N4 N4 12
N8 N3 24

Pi

6

ACK N1 N8 N4 req. ID12N5 6

N2 N2 22
D(S) N C

N4 N4 14
N1 N4 27
N8 N8 12

ACK N1 N8 N1 req. ID24N3 4

ACK N1 N8 N3 req. ID20N4 8
N3 N3 12

D(S) N C

N1 N3 21
N5 N5 14
N8 N4 20

Power=6
Freq=3
Mobility=0
wj = 1
P1= 2+2+0 = 9
C31 = 4+P1=13
C85431 = 24+P3=33

그림11. Cost함수에 기반을 둔 최종 라우팅 경로 설정.
Fig. 11. Final routing path based on Cost function.

다. 번째 센서 노드를 로 표시하고, 자신이 네트워크

에 참여하여 통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라고 하

면, 는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 × ⋯ (1)

여기서 는 가중치이며, 는 일반적인 센서네트워

크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센서 노드 의 전원관련 

정보로서 이미 소모된 전원량 또는 남아 있는 전원량의 역

수로 정의할 수 있다. 자신의 power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

어지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송수신은 유지하면서 

단순 라우팅을 위한 송신은 off함으로써 다소 이기적인 통

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power의 감소율을 통해 그 노드

의 부하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하가 적은 쪽으

로 분산시킨다. 는 센서 노드 가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빈도로서 power의 감소율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값이 

클수록 네트워크 충돌이나 traffic 부하가 클 확률이 높다. 
즉 상술한 ‘막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는 의 

이동성을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네트워크상의 전출입이 

빈번하므로 라우팅 경로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동 로봇과 같이 움직임이 심한 노드를 통한 경로보다는 움

직임이 없는 노드를 통한 통신경로 설정을 택함으로써 link 
broken에 의한 route recovery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통신

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통신 에러의 발생빈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에서 개의 센서 노드들을 거쳐 에 도달

하는 경로에 있어서 예상되는 누적된 총 라우팅 비용 

는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2)

여기서 Cost 는 source에서 현재 노드까지 누적된 총 라

우팅 비용, 는 자신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통신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2.2 Cost함수에 기반을 둔 Route Discovery

라우팅 비용(Cost) 정보를 이용하여 이 값을 최소로 하는 

경로를 택한다면 그림 10과 같은 라우팅 경로가 생성될 수

도 있다. 여기서 는 양의 값으로 계속 더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노드를 많이 거칠수록 즉, 거리가 멀수록 커지므로 

기존의 값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N2는 전원 소비가 많고 이동성이 많은 센

서 노드로서 전원소비가 많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 전원

을 모두 소비하여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센서 노드의 가장 기본

적인 역할은 자신의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떤 base station으로 보내는 것이며 라우팅 

기능은 이차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원소비가 많은 경우 라우팅 기능을 줄이거나 정지함으로써 

그 수명을 연장하여 자신의 기본 기능인 센싱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터로서의 

기여와 자신의 수명 사이에서 라우팅 비용함수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Route Maintenance

Route Maintenance는 기본적으로 III.2.2절의 Route 
discovery에서 찾아낸 경로를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각 센서 노드들은 메모리에 학

습한 경로를 저장하고 최신의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며 때로는 캐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로 상의 link broken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RERR (route 

error) 메시지를 최초의 노드로 전달하며 RERR을 수신한 

최초노드는 다른 우회 루트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데

이터 전달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route discovery를 

다시 수행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센서 노드들의 하드웨어 사양 가운데 캐시나 

메모리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학습한 라우팅 경

로를 저장하는 양은 센서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메모리 및 캐시의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이 수행될 수 있다.
3.1 라우팅 비용(cost) 정보 의 갱신

를 계산하기위한 변수들, 즉 전원과 네트워크에의 참

여도 등은 네트워크 환경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시간이 지

나면서 계속해서 변하는 값들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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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N8 N1 N3 Data ……0N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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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최적 라우팅 경로를 통한 메시지 전송.
Fig. 12. Message transmission through the optimum routing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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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지역적인 경로 복구.
Fig. 13. Local Rout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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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복구된 경로를 통한 메시지 전송.
Fig. 14. Message transmission via recovering routing path.

러한 값들을 갱신해주어 최신의 값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

다. Dynamic하게 변하는 네트워크 환경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구해진 라우팅 경로 또한 수명(life time)을 가질 필

요가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는 메시지의 송수신이 이

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동적으로 계속 최신의 값으로 유지

된다. 이를 위해서 각 센서 노드들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를 계산하고 메시지 전송 시 그 정보를 실어 보낸다. 
3.2 Link Broken 발생과 경로 재구성

기본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에 의한 네트워크보다 

통신신뢰가 떨어지는데, 센서 네트워크상에 각 노드들은 전

원문제에 의한 fail 및 이동 등에 의해서 빈번히 link broken
이 발생한다. Link broken의 발생뿐만 아니라 packet을 잃어

버리거나 packet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를 빠르게 찾아내

고 재전송하기 위해 많은 경우 data link 레벨에서 hop-by- 
hop acknowledgement를 사용한다[17]. 이러한 경우, 통신루

트의 유지보수는 패킷을 전송한 노드가 그 자리에서(at that 
hop) 다음 단계의 센서 노드(hop)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아닌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우팅 에러가 발생하면 RERR (route error) 메시지를 생

성한다. 예를 들어 link broken에 의한 RERR가 발생하면 그

림 13과 같은 제한적인 local route discovery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주변 노드들의 루트 캐시 또는 메모리에 목적지까

지의 경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주변 노드들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최초의 노

드로 RERR 메시지가 전달되며 최초의 노드는 3.2.2.절의 

Route Discovery를 통해 경로를 다시 설정 한다. 
라우트 에러 패킷은 에러를 유발시킨 노드의 주소를 포

함하고 있어서 최초의 노드로 RERR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

정에서 그 경로 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루트 캐시 또는 

경로를 저장한 메모리로부터 링크오류를 일으킨 노드의 정

보를 삭제하게 된다.
만약 그림 14와 같이 주변 노드들의 메모리에 목적지까

지의 경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경로를 새로운 경로

로 하여 메시지 전송을 계속 수행한다. 이 경우 메시지 송

수신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로 상에 있는 모든 센서 노드

들은 경로와 그에 따른 라우팅 비용 를 갱신할 것이다.

3.3 Local Route Discovery

일반적으로 Route Discovery를 통해 각 노드에 학습된 네

트워크 루트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되며 어떤 두 노

드 사이의 경로가 깨질 경우 그 주변 노드는 두 노드 사이

를 잇는 또 다른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가질 확률이 커진다. 
그림 15는 S-A-B-C-D-R로 이루어지는 경로가 C에 의해 깨

지면서 B의 이웃 노드 E의 메모리에 학습되어 있던 R로의 

경로를 통해 S에서 R로의 경로가 복구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에서 B의 통신 반경 내에 있는 E는 R까지 가

는데 있어서 B와는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S-A-B-E-F-D-R의 새로운 경로가 생성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

로운 local route discovery를 제안한다.

∙ 그림 13은 노드4에서 노드5로 패킷을 전송할 때 노드6
과 노드7이 노드4의 통신 반경에 있는 경우로 노드5에 의

해 link broken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예이다. 이러한 경

우, 노드4에서 노드5로 패킷을 전송할 때 노드6과 노드7은 

이를 엿본다.
∙ 노드6과 노드7의 라우팅 저장 메모리에 노드4로부터 

전송되는 패킷의 목적지가 있는 경우 이의 계속적인 엿보

기를 위한 쓰레드를 생성시킨다.
∙ 일정 시간이 지나 link broken error가 발생된다면 노드

6과 노드7은 자신의 메모리에서 노드5에 대한 라우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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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이웃노드에 의한 Route Recovery.
Fig. 15. Route Recovery by neighborhood node.

를 삭제한다.
∙ 노드6과 노드7은 자신의 메모리에서 목적지까지의 비

용 정보를 포함한 link 복구용 패킷을 노드4로 전송한다.
∙ 노드4는 특별한 local route discovery를 주변 노드에 전

송하지 않고서도 주변 노드로부터 새로운 경로에 대한 정

보를 얻고 경로를 갱신한다.

제안된 local route discovery는 기본적으로 송수신에 소비

되는 네트워크 비용보다는 노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

스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웃 노드의 

수가 이웃 노드를 엿보는 프로세스의 부하가 지나치지 않

을 정도란 것을 가정하고 있다. 
4. Power Awareness

Power awareness문제는 센서 네트워크 문제에 있어서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매우 많은 연구

가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 각 센서 노드는 자신의 현재 전

원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잔류전원이 적어질수록 

라우팅 비용을 점점 크게 하여 네트워크상에서 라우터로서

의 역할을 줄이도록 한다. 또한 전원상태가 기준 값 이하로 

떨어지면 BAT. LOW 이벤트를 발생시키며, 이 이벤트가 발

생하면 다른 노드들의 데이터를 단순 라우팅 하는 라우터

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자신의 센싱 데이터만을 송신하

는 이기적인 송수신 전략을 세우게 된다. 또한 단위시간 당 

전원의 감소율을 계산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routing에 참여

하는 빈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값을 traffic 부하로 생각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값을 라우팅 비용 함수의 파라

메타로 이용하면 traffic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라우팅 

경로를 생성 시킬 수 있다.

IV. 실험환경 구성

1. 에이전트들과 기기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설계

본 논문에서 가정한 멀티 에이전트의 작업환경은 다수의 

지능형 모바일 로봇과 고정된 지능형 시스템을 physical 에

이전트로 하며 여러 종류의 센서, 여러 종류의 단순 작동 

기기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생활환경이다.
지능형 에이전트들 사이에 고수준의 통신프로토콜 구현

이나 대용량의 정보전달을 위해서 IEEE 802.11b 기반의 무

선 랜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수준의 통신프로토콜 구현과 

단문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IEEE 802.15.4 기반의 

zigbee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동성을 가진 다수의 

로봇이 포함된 경우 네트워크 self-organization 문제와 빈번

한 라우팅 경로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전력의 

zigbee 프로토콜이 효과적이다. 또한 각종 센서와 단순 작

동 기기에도 상대적으로 저가이고 저전력인 zigbee 프로토

콜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을 위해서 zigbee 모듈을 직접 설

계하고 제작하였다.
2. ZigBee 모듈 설계 및 제작

ZigBee 모듈 설계를 위해 사용한 MG2455는 국내업체인 

Radio pulse社에서 개발하였으며 IEEE802.15.4와. ZigBee 표
준 스택을 따르고 있는 single-chip solution이다[Mango2009]. 

MG2455는 2.4GHz RF 트랜시버, 베이스밴드 모뎀, 하드

웨어 MAC, 8051 MCU 그리고 내장 Flash 메모리로 구성되

어 있으며, 타이머와 UART와 같은 주변 회로, 그리고 일반

적인 용도의 I/O 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6은 MG2455의 기본적인 사양을 나타내며, ZigBee 

모듈의 개발환경은 표 1과 같고, 이렇게 개발한 ZigBee 모
듈을 그림 17에 나타낸다.

그림16. MG2455의 기본적인 사양.
Fig. 16. MG2455 Specification.

표 1. 지그비 모듈의 개발환경.
Table 1. Development environment of ZigBee module.

Item Description

CPU
PHY & MAC layer 

ZigBee Stack version
ZigBee Stack Library 

Compiler

Radio pulse社 MG2455 
IEEE 802.15.4

ZigBee Alliance ZigBee Pro
Radio pulse社 zPULSE

Keil Vision3 8051 C comp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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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Route Discovery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Fig. 18. Simulation program for route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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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실험에 사용한 센서 노드 맵.
Fig. 19. Sensor node map for experiments.

그림17. ZigBee 모듈 및 작동 테스트.
Fig. 17. ZigBee module and working test.

V. 실험결과 및 결론

라우팅 비용함수를 이용한 라우팅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그림 18과 같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계하

였다. 그림 19는 실험을 위해 사용된 센서 노드들의 맵이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hop 카운트만을 사용한 라우팅 방법

과 cost function을 이용한 라우팅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이

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가정 1: 모든 노드들의 초기 power는 1000으로 동일하게 

주었다.
가정 2: 모든 노드들은 10초마다 한 번씩 센서 데이터를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전송해야한다.
가정 3: 한번 송신할 때 power 0.5를 사용한다.
가정 4: 센싱 작업과 수신시 소요되는 power는 모두 같

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결과 비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

문에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가정 5: 자신의 통신비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가정 6: mobile agent로 인해 link broken이 늘어나는 것

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본 실험에

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20과 21의 (a)는 각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된 초기 

라우팅 경로를 나타낸다. 그리고 (b)~(d)는 전원을 모두 소

모한 노드들에 의해 발생한 link broken에 대해 각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복구된 라우팅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는 각 알고리즘에 대해 센서 노드 N1~N11의 전

원 소비에 대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2는 Link 
broken 발생한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3번째 Link broken이 발생할 때 까지를 보면 제안한 알

고리즘의 경우가 기존 알고리즘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전

원을 소비하고 있음을 그림 22와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알고리즘의 경우 좀 더 오래 살아남는 노

드들이 있어 Base station으로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0(d)에서 볼 수 있듯 맵을 기

준으로 볼 때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라우팅 알고리즘은 자신의 잔류전원, 

네트워크상의 traffic 부하, 이동(mobility), hop count를 이용

한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Cost함수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라우팅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라우팅 경로를 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실험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실험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동성을 가진 센서 노드로서의 멀티에이전트 

로봇시스템이 라우팅 경로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을 떨어

뜨림으로써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link 
broken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것

은, 역으로 멀티에이전트 로봇시스템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

어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라우팅 비용(Cost) 함수의 경우, 네트워크의 크기나 

목적에 따라 파라메타를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고 각 파라

메타의 weight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전원의 소

모가 많다고 할지라도 배터리의 교체가 용이한 경우 식 (1)
의 는 작게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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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te discovery by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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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rst link broken by N5 power-off and route recovery by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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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econd link broken by N7 power-off  and route recovery 
by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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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ird link broken by N6 power-off  and route recovery 
by hop.

그림20. Hopping count에 의한 route discovery (con't).
Fig. 20. Route discovery by hopping count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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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te discovery by cos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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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ird link broken by N5 power-off.

그림21. Cost function에 의한 route discovery (con't). 
Fig. 21. Route discovery by Cost function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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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각 알고리즘에 따른 전체 노드들의 power 추이도.
Fig. 22. Power tendency of every node on each algorithm.

표 2. Link broken 발생 시점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link broken time.

algorithm 1 2 3
Hop 2240sec 2540sec 3120sec

Cost function 2240sec 2930sec 3260sec

향후 과제로는 경로가 결정된 이후에 센서 노드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더 좋은 경로가 생긴 경우에 자동으로 이를 

감지하고 경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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