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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trategy to distribute the energy consumption over the network. The

proposed strategy is based on geographic routing. We use a smart base station that maintains the residual

energy and location information of sensor nodes and selects a head node and an anchor node using

this information. A head node gathers and aggregates data from the sensor nodes in a target region

that interests the user. An anchor node then transmits the data that was forwarded from the head node

back to the smart base station. The smart base station extends network lifetime by selecting an optimal

head node and an optimal anchor node. We simulate the proposed protocol and compare it with the LEACH

protocol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the number of dead nodes, and a distribution map of dead

nod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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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서는 유용한 정보를 수

집하여 간단히 처리한 후 이를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한다. 센서노드는 이들이 배치되는 장소의 특성

상 일반적으로 에너지소비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특히 센서노드의 에너지 중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에너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1-3].

위치기반 라우팅에서 노드는 자신의 위치와 패킷

을 전달할 다음 노드의 위치, 목적지노드의 위치를 

알면 라우팅이 가능하다. 노드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

는 다양한 위치기반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4-6]. 대부분의 위치기반 라우팅프로토콜은 소스노

드에서 목적지노드로 데이터 전달을 보장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센서네

트워크에서는 무엇보다도 센서 노드의 에너지 사용

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에너지 소비가 한 노드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7,8,11-13].

또한, 정보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송되기 위해서

는 각 센서 노드가 센싱한 정보는 특정 노드 혹은 

노드들로 수집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전송하기 편리

한 형태로 처리되어야 한다[9]. 즉, 센서 네트워크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무선 대역폭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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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ead Node Data Aggregation.

프로토콜이 필요하다[10].

[1]에서 제안된  LEACH 프로토콜은 망을 클러스

터로 나누고 각 클러스터의 헤드노드가 클러스터 내

에 있는 노드들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한 후 기지국

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LEACH 프로토콜은 망이 

수행하는 라운드(round)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기존

의 방식인 Direct transmission이나 MTE(mini-

mum-energy multi-hop) routing, Static clustering

에 비해 수배 혹은 수십 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

다. LEACH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자료수집을 요구

하는 관심영역(target region)이 센서필드 전역이고 

주기적으로 모든 센서가 센싱정보를 전송해야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료수집을 요구

하는 관심영역이 센서필드의 특정지역일 때 클러스

터의 커버영역과 사용자의 관심영역이 일치하는 않

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LEACH프로토콜에서는 사

용자의 관심영역과는 상관없이 cluster set-up 단계

에서 각 노드들의 독립적인 계산에 의하여 헤드노드

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LEACH 방식은 관심영역이 망의 특정지

역으로 한정될 경우, 하나의 관심영역이 여러 클러스

터에 걸쳐짐으로써 한 라운드당 여러 개의 헤드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어 노드의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기지국과 앵커노드를 두

고 관심영역 내에 헤드노드를 지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전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한 정책에서는 센서노드의 데이터 처리와 전송횟수

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교적 에너지 소비에 제한이 

없는 스마트기지국이 라우팅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

고 경로를 결정하여 각 노드에게 전송해 주도록 할 

것이다. 스마트기지국은 GPS장치나 다른 도구를 이

용하여 자신의 위치(location)와 센서노드들의 위치

에 대하여 알고, 센서노드의 위치와 잔여에너지에 관

한 테이블을 관리한다. 기지국은 센서노드가 기지국

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 다음 홉(hop)에 대

한 정보를 각 센서노드에게 전송해준다. 스마트기지

국은 관심영역에서 헤드노드를 선정하여 헤드노드

가 데이터를 수집한 후 전송하도록 하며 전송경로의 

마지막 노드를 앵커노드로 지정함으로써 기지국으

로의 전송으로 인한 에너지소비가 특정노드에 집중

되지 않도록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제안한 데이터 전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데이터의 전달경로를 설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며 4장에서는 앵커노드

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헤드노드

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6장에서는 제안한 

프로토콜과 LEACH프로토콜을 시뮬레이션하여 성

능을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을 기술

한다.

2. 프로토콜 개요

제안한 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치에 기반한 라

우팅방식을 사용한다. 센서노드들은 센서필드에 일

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스마트기지국(smart

Base Station:sBS)은 센서필드로부터 떨어진 곳에 

고정되어 있고 센서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된 유용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sBS는 정보를 저장

하는 메모리가 충분하고 정보처리능력이 센서노드

에 비해 월등히 앞서며  에너지 소비에 있어 제한이 

없고 GPS장치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location)와 센서노드들의 위치에 대하여 알고 있다

고 가정한다. 또한, sBS는 각 센서노드의 데이터 처

리와 전송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센서노드의 

위치정보와 잔여에너지, 라우팅 정보를 관리한다.

모든 센서 노드는 센서노드 자체의 프로그램에 의

해서 혹은 sBS로부터의 브로드캐스팅에 의하여 자

신의 위치와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센서노드

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경로를 통하여 

멀티홉(multi-hop)방식으로 기지국으로 전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을 “관심영역”(target region)이라고 정의하고[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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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역의 각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드

를 헤드노드(head node)라고 하며 헤드노드가 sBS

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노드

를 앵커노드(anchor node)라고 정의한다. sBS는 최

초에 망 셋업 단계에서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

여 센서노드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

여 필요한 다음 홉(next hop)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각 

센서노드에게 전송한다. 또한 전달 경로의 마지막 노

드를 앵커노드로 설정한다.

sBS가 정보수집이 필요한 관심영역에 있는 각 노

드들에게 센싱정보를 요청할 때 관심영역에 있는 노

드들 중 잔여에너지가 가장 많고 관심영역 내의 센서

들이 정보를 전송할 때 총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있는 노드를 헤드노드로 선정한다. sBS는 헤

드노드에게 헤드가 되었음을 알리고 나머지 관심영

역내의 센서노드에게도 헤드노드의 위치정보와 헤

드노드로의 라우팅정보를 전송한다. 이 라우팅정보

는 헤드로의 경로 상에서 단지 다음 홉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한다. 관심영역의 각 센서는 자신이 헤드노드

가 아니라면 sBS가 미리 전송해준 다음 홉으로 데이

터를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헤드노드에 도착한 센싱정보들은 헤드노

드에서 결합되어 sBS로 전송된다. 이 때 전송되는 

패킷은 목적지가 sBS라는 정보와 헤드노드의 잔여

에너지, 그리고 센싱정보를 포함한다. 목적지가 sBS

인 경우 전송 경로 상에 있는 각 노드는 망 셋업시 

다음 홉에 대한 정보를  sBS로부터 미리 전송받았으

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음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전달된 데이터는 결국 sBS에 도달하기 직전에 경로

상의 마지막 노드인 앵커노드에 도착하고 앵커노드

는 자신의 잔여에너지양을 패킷에 포함시켜 sBS로 

바로 전송한다.

센싱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각 노드의 잔여에너지

양에 변화가 발생한다. sBS는 노드의 잔여에너지양

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센싱 정보와 

함께 전송된 헤드노드와 앵커노드의 잔여에너지양

을 이용한다. 센싱과 전송작업동안 관심영역과 앵커

노드까지의 경로 상에 있는 노드들의 잔여에너지에 

변화가 있으나, 라운드당 잔여에너지변화량이 가장 

많은 노드는 헤드노드와 앵커노드이다. 따라서 중요

한 변화가 있는 헤드노드와 앵커노드의 잔여에너지

만 전송함으로써 잔여에너지관리를 위한 오버헤드

를 줄일 수 있다. 사용자의 관심영역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다른 노드의 에너지변화도 다른 라운드

에서 업데이트될 것이다. 센서 네트워크가 센싱한 데

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2.1 셋업단계

센서노드가 센싱을 시작하기 전에 센싱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배정하는 단계이다. 어떤 센서노드

에서 센싱된 데이터는 일단 헤드노드로 전송된 후 

헤드노드에서 sBS로의 가장 가까운 경로를 따라 멀

티홉 방식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경로배정은 sBS에 

의하여 처리되며 각 노드는 sBS로부터 경로상의 가

장 가까운 다음 홉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는다.

2.2 앵커노드지정 단계

앵커노드는 (a)에서 배정한 경로 상에서 임계치 

이상의 잔여에너지를 보유하면서 경로의 마지막 노

드가 선택된다. sBS는 각 노드의 잔여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앵커노드를 동적

으로 관리한다. 한 라운드 후에 앵커노드의 잔여에너

지가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그럴 경

우 현재의 앵커노드를 다음 홉으로 하는 노드를 앵커

노드로 지정한다. 앵커노드는 한 개 이상이 지정될 

수 있지만 라운드당 한 노드만 앵커노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2.3 헤드노드 결정단계

헤드노드는 관심영역이 정해지면 sBS에 의하여 

결정된다. sBS는 데이터 수집시 소비되는 에너지비

용과 앵커로의 전달시 소비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이

를 최소화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잔여에너지를 보유

한 노드를 헤드노드로 선택한다.

2.4 데이터전송단계

관심영역 내의 각 센서 노드가 센싱한 데이터는 

미리 정해진 헤드노드로 전달되고 헤드노드는 이를 

수집, 결합한 후 미리 정해진 경로에 따라 앵커노드

로 전달한다. 앵커노드는 헤드노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sBS로 전송한다. sBS는 데이터패킷에서 

포함된 헤드노드와 앵커노드의 잔여에너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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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chor Node Selection.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한다.

3. 경로 설정 방법

경로 설정은 망의 셋업단계에서 sBS에 의하여 실

행된다. sBS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최적의 데이터 

전달 경로를 설정한다. 전체 센서노드의 집합 F={ ,

 , ...,}이라고 하자. 는 노드 와 사이의 

거리이고  는 노드 와 sBS사이의 거리이

다. sBS는 각 노드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노드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헤드노드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헤드노드 

의 다음 홉의 집합 

는 노드 의 이웃노드 

 중 와  의 합이 최소인 가 된다.

      ≤ ≤≠

(1)

∋ if      (2)

이 때 는 의 이전 홉의 집합()에 등

록된다. 이 정보는 앵커노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

 ∋  (3)

어떤 노드의 다음 홉은 유일하나 이전 홉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노드가 sBS로의 가장 

가까운 경로 상에 있다면 많은 노드들이 이 노드를 

경유노드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sBS는 계산한 경로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센서노드에게 각 노드가 헤드

노드가 될 경우 데이터를 전달할 다음 홉에 대한 정

보를 알려준다.

4. 앵커노드 지정방법

sBS로의 전송에 의한 에너지소비는 센서노드의 

잔여에너지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sBS로의 데이

터 전송에 책임을 맡고 있는 앵커노드를 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망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앵커노드

는 잔여에너지양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앵커노

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센서노드로의 역할만 담

당한다. 이러한 앵커노드의 변화는 sBS가 결정하며 

현재 앵커노드로 데이터를 직접 전달하는 모든 노드

가 다음 앵커노드가 된다. sBS는 라우팅테이블과 잔

여에너지테이블을 이용하여 앵커노드를 결정하고 

앵커노드가 된 센서노드들에게 이를 알린다. 새로 앵

커가 된 노드는 헤드노드로부터 센싱 정보가 도착하

면 직접 sBS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sBS는 노드의 위치정보에 의하여 sBS와 노드 

간의 거리  를 계산할 수 있다.  

가 가장 작은 값인 가 망에서 sBS에 가장 가까운 

노드이다. 이 노드가 최초의 앵커노드가 된다. 앵커

노드의 잔여에너지양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이 

노드를 다음 홉으로 하고 있는 노드 들이 다음 앵

커노드가 된다. 노드 가 앵커가 되면 노드 는 단

지 센싱 작업만 하는 일반 노드가 된다. sBS가 최초

에 앵커노드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전

체 센서노드의 집합 F={ ,  , ...,}이라고 할 때 

집합 F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가 앵커노드가 된다.

Initially, (4)

   if min for ≤ ≤

만약 어떤 노드 가 앵커노드인데 잔여에너지양 

가 임계치 이하라면 앵커노드는 현재 앵커노드

의 으로 변경된다.

if      

for ∈

(5)

sBS는 각 라운드마다 앵커노드의 잔여에너지를 

검사하여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앵커노드를 변경 

한다.

5. 헤드노드 결정방법

센싱노드가 센싱한 정보를 데이터의 결합없이 전

송한다면 소스노드의 수에 비례하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위치기반 라우팅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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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경로를 통해서 기지국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그 경로 상에 있는 노드들은 각 소스노드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데이

터 충돌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는 그 지역에서 모아서, 결합된 

데이터를 다음 노드로 전달하면 에너지 소비와 전송 

시 충돌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sBS가 

최적의 헤드노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 망에서 소

비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분석모

델은 [5]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한다. 관심영역의 

센서노드 가 관심영역 내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앵커노드로 전송하는데 소비하는 총에너지양을  

라고 한다면

      (6)

 는 노드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소비되는 

비용이며  는 에 수집된 데이터를 앵커노드로 

전송하는데 드는 에너지양이다. 각 에너지양을 계산

하기 위하여 [1]에서 제안한 에너지비용모델을 사용

한다. k-bit 메시지를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으로 송신

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7)

수신할 때는 거리와 상관없이 데이터양에 따라 소

비에너지가 결정된다.


     (8)

 : 송수신 회로 동작 에너지(J/bit)

 : 신호증폭에너지(J/bit/m2)

   는 k-bit 메시지를 거리 d만큼 떨어진 곳

으로 송수신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합이다.

     
    

  (9)

총에너지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센서노드는 규

칙적인 간격(d)으로 센서필드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

정한다. 헤드노드는 관심지역에 있는 소스노드들로

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앵커노드로 전송해야하므

로 관심지역 내의 다른 노드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

를 소비한다. 따라서 헤드노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 관심지역 내의 소스노드의 집합을 S={ ,  , ...,

}라고 하자. 집합 S에서 노드 가 데이터를 수집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비용  는 다음과 같다.[5]

   
  ≠ 



· 

for ≤ ≤

(10)

은  ,  사이의 홉(hop)수이다. 또한,

헤드노드 에서 앵커노드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  는 다음과 같다.

   ·  (11)

sBS는  이상의 잔여에너지를 가지면서  

가 최소인 노드 를 헤드노드로 선택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라우팅 방식은 스마트기지국에서 헤드

노드와 앵커노드의 에너지정보를 관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센서노드들로부터 전송받아야 하며,

현재 앵커노드의 잔여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새로운 

앵커노드에게 앵커가 되었음을 알리고  관심영역이 

변경될 때마다 헤드가 된 노드에게 헤드노드가 되었

음을 알려야 하는 오버헤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해당노드에서 정보수신을 위하여 소비되는 

에너지이므로 스마트기지국에 의한 망관리에서 절

약되는 에너지에 비하여 훨씬 적은 에너지이다.

6. 시뮬레이션

이 장에서는 제안한 에너지 분산 정책을 시뮬레이

션하여 LEACH 프로토콜과 비교해 본다. 시뮬레이

션에서 센서 노드는 200m*200m 좌표영역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체 센서 노드의 수는 100

개이며 기지국은 센서필드에서 기지국과 가장 가까

운 노드의 좌표를 (0,0)이라고 할 때 상대거리가 

(200,200)인 좌표 상에 놓여 있다. 패킷의 크기 k는 

2000bit로 가정한다. 또한 데이터의 결합을 위해 필

요한 에너지는 5nJ/bit/message로 가정한다. 송수신 

동작을 위한 에너지는 =50nJ/bit이며 송신 신호 

증폭을 위한 에너지는 =100pJ/bit/m
2이다. 노드

당 초기 에너지는 0.5J로 설정하였다. 앵커노드를 변

경하기 위한 잔여에너지의 임계치는 앵커노드에서 

sBS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2배로 

가정한다. 매 라운드마다 관심영역은 바뀌며 관심영

역은 랜덤하게 지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관심영역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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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umber of Dead Nodes per Round.

Figure 3. Energy Consumption per Round.

Figure 5. Distribution of Dead Nodes

when Round=500 in LEACH.

Figure 6. Distribution of Dead Nodes

when Round=500 in Proposed Strategy.

먼저, 일정한 라운드가 수행된 후 망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LEACH의 경우 헤드노드의 잔

여에너지량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클러스터를 

재구성한다. 제안한 정책은 관심영역이 매 라운드마

다 바뀌므로 라운드마다 헤드가 정해지도록 프로그램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라운드당 소비에너지는 라운드수가 증가할수록 소

비에너지의 차가 점점 커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안한 방법의 경우 멀티홉 방식으로 가능한 한 기지

국에 가까운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한 후 기지국으로 

전송하는데 비하여 LEACH는 헤드노드가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바로 전송

함으로써 전송에너지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LEACH는 클러스터와 관심영역이 커버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한 라운드당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헤드노드가 한 개 이상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정 라운드에서 사망한 노드수를 측정

해 보았는데 제안한 방법은 LEACH에 비하여 사망

노드수의 증가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이는 헤드노드

와 기지국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클러스터의 헤드노

드는 기지국으로 직접 데이터를 전달해야 함으로 기

지국에서 멀리 떨어진 헤드노드일수록 에너지 소비

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라운드수가 

증가할수록 사망노드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제안한 

방법은 관심영역에 따라 헤드가 정해지고 기지국으

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앵커노드가 가능

한 한 기지국에 가까이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의 소비량이 LEACH보다 적고, 사망노드수가 상대

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500라운드 후에 필드에 있는 

사망노드분포를 나타낸다. LEACH의 경우 망에서 

기지국으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진 노드들이 먼저 사망할 확률이 높다. 반

면 제안한 방법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앵커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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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지국에서 가까운 노드부터 지정하고 에너지양

에 따라 앵커노드를 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망노

드 분포를 분산시킬 수 있다.

7. 결 론

위치기반 센서필드에서 관심영역이 매 라운드마

다 달라질 때 고정된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의 커버

영역과 관심영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의 소

비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지국이 관심영

역에 따라 헤드노드를 지정하고 헤드노드가 관심영

역 내의 센서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앵커노

드를 통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방법을 LEACH와 비교한 결과 일정한 라

운드의 수행 후에 망 전체의 소비에너지량과 사망노

드수가 제안한 방법에서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기지국으로의 데

이터전송을 담당하는 앵커노드를 둠으로써 라운드

당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앵커노드의 

동적인 지정은 각 노드의 에너지 사용을 분산시켜 

망에서 첫 사망노드의 발생을 지연시키며 망의 수명

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향후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

에서 스마트 기지국에 의한 망 관리를 통하여 망수명

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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