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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치 기반 이동 노드 집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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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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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노드의 집도 정보는 모바일 IT 기술의 비약 인 발 과 함께 치기반서비스, 사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빌딩시스템 등 최근에 확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반 으로 특정 치에

서의 무선 이동노드의 통신 가능한 수신 이동노드는 송신 이동노드의 최  통신 거리에 따라 가변 이다. 본 논문

에서에서 들로네 삼각망을 이용해서 최  통신거리와는 무 하게 주어진 환경에서의 체 인 노드들의 상  

치를 반 한 이동노드들의 집도를 효과 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사물인터넷과 같이 목

, 기능에 따라 최  통신거리가 동일하지 않은 통신 디바이스들로 구성된 통신망의 집도를 계산하는데 잘 활

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방법은 치기반서비스, 사물인터넷,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빌딩 시스템 등에 

잘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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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tion-based density information of mobile node could be used well in various, new and expanding areas 

such as location-based services, internet of things, smart grid technologies, and intelligent building. In general,  

receiving mobile nodes of a wireless mobile node depend on the maximum communication range of transmitting 

mobile node. In this paper, efficient computing method for mobile node using Delaunay triangulation is proposed, 

which is irrespective of mobile node’s maximum communication range and reflect relative location in a given 

situation. Proposed method may be good used to find out the density of network constructed by various max 

communication range devices as Internet of Things. This method suggested in this paper could work well for 

location-based services, internet of things, smart grid technologies, and intellig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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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노드(Mobile Node)의 집도(Density)란 2차

원 평면에서 재 치한 좌표에서 인 한 다른 노드

들의 많고 음을 수치로 표 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

동노드의 집도를 활용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최근에 

각 을 받고 있는 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다양한 IT 디바이스를 통해 취득한 치정

보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차량이나 사람들의 재 치를 분석하여 목

지를 안내하거나,  치에서의 날씨 안내, 생활정

보 안내 서비스 등이 치기반서비스의 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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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 치에 존재하는 련 기기나 사물들이 노드

가 된다.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 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에서는 센싱 기술과 

함께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 상호간에 통신

하는 기술이 요하다
[1]. 사물인터넷에서는 정보를 교

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들이 통신노드가 된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력망, 열수송 등과 

같은 통 인 에 지 망에 IT 기술을 용하여 에

지 공   사용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의미한다. 에 지 공 자와 에 지 사용자 사

이에 발생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며 에

지의 수요에 맞추어 공 하고 사용하는 기술이다. 여

기서 사용자와 에 지 검침  리 시설  기기들이 

노드가 된다. 지능형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분야에는 건물의 효율 인 리뿐만 아니라 

건물 거주자들에게는 최 의 환경을 제공하기 해 

첨단 IT 기술이 도입된다
[2]. 지능형 빌딩 시스템에서

는 정보를 교환하는 센서, 정보를 달하는 기기,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동작기기 등이 이동통신노드가 된다. 

이것과 련된 연구로는 치 기반 서비스 사용의 증

가에 따른 GPS로 인한 과도한 배터리 소모를 감소하

기 해 치 탐지 기법인 응 치 검출
[3], 치기반 

라우 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용[4], 이기종 네트

워크(Heterogeneous Network) 환경에서의 사물인터

넷 랫폼 개발 문제  개선 연구
[5] 등이 있다. 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상호인증  세션 키 합의 기술
[6], 고층 형 업무용 건물  인텔리 트 빌딩의 화

재 확 지연 통합 랫폼의 요구사항 정의  구 [7], 

태양  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모니터링 시스

템에 N스크린 기술을 용  구
[8], 자계량기 모

니터링 시스템을 력선 통신과 인터넷 맵을 연동 구
[9], 스마트 그리드 환경이 구축된 가정에서 발생하

는 가 기기 소비 력 패턴을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

하여 가족 유형 분류 등의 연구가 시행되었다
[10]. 

통신노드들의 집도는 환경과 서비스에 따라 상이

하다. 집된 환경을 감지하고 이에 응하는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이러한 기술들의 만족도는 좋아

질 것이다. 그러나 각 통신기기들의 성능에 따라 이동

노드의 최  통신거리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동노드의 

집도는 통신거리에 향을 받게 되므로 그 사용에 

한계가 있다. 

들로네 삼각망(Delaunay Triangulation) 는 들로

네 삼각 분할은 주어진 노드의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할 때 생성된 삼각형의 내각이 최

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생성된 삼각망이다
[11]. 본 논문

에서는 들로네 삼각망을 활용하여 재 형성된 노드

들의 체 분포와 특정 노드 부근의 노드 분포를 고려

한 노드 집도를 계산하는 효과 인 방법을 제안한

다. 들로네 삼각망은 여러 분야에 용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최 통신거리가 가변

인 다 수의 이동 통신노드들의 집도를 계산하는 데 

활용한 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인 

들로네 삼각망을 이용한 노드 집도 계산,  3장에서는 

련 실험  분석, 4장의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Ⅱ. 들로네 삼각망을 이용한 노드 집도 계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최  통신거리가 상

이한 통신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2차원 평면상에 치

한  수많은 입력 단말 노드들 에서 통신 가능한 상  

노드가 많고 음을 의미하는 집도를 들로네 삼각

망을 활용하여 효과 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들로네 삼각망의 주요 특징은 평면상에 치한 노

드들은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는 어떠한 삼각형들의 

외 원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 들로네 

삼각망의 삼각형들의 모든 최소각도는 최 이다. 들로

네 삼각망은 2차원 평면에서 O(NlogN) 시간 내에 분

할 정복(Divide and Conquer) 알고리듬과 증가

(Incremental) 알고리듬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다
[11.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기 해서 많이 사용되는 알

고리즘은 분할 정복(Divide & Conquer) 방법과 증가

(Incremental) 방법이다
[12]. 증가 방법은 이  단계에

서 이미 생성된 들로네 삼각망에 새로운 이동 노드들

을 추가하면서 삼각망을 재구성한다. 이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이동노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슈퍼

삼각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설정된 삼각형이 첫 번째 

삼각망이 된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기 삼각망에 이

동노드들을 차례로 추가시키면서 삼각망을 확장시켜 

새로운 삼각망을 형성시킨다. 확장방법은 새로운 이동

노드가 추가되면 이  단계의 들로네 삼각망을 분석

하여 외 원이 새로운 이동노드를 포함하는 삼각형들

을 수집한다. 재의 삼각망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

에 해 이 과정을 반복한 후 외 원이 이동노드를 포

함하는 삼각형들의 정 으로 구성된 다각형을 생성한 

후 이 다각형에 존재하는 내부의 변들을 제거하고, 새

로 입력된 입력노드와 다각형의 정 을 연결하여 삼

각형을 만들면 새로운 단계의 들로네 삼각망이 구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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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개의 이동통신 노드의 치
Fig. 1. Location of 20 mobile nodes 

 

그림 2. 20개의 이동통신 노드의 완 연결
Fig. 2. Complete connections of 20 mobile nodes 

그림 3. 최  통신거리가 3인 경우 연결 가능 노드  
Fig. 3. Node connection coverage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3

 

그림 4. 최  통신거리가 6인 경우 연결 가능 노드 
Fig. 4. Node connection coverage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먼  입력노드들에 

하여 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들로네 삼각망을 구

축한다. 들로네 삼각망의 구성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

로 각 노드들의 인 한 들로네 삼각형의 면 을 구하

고 이 면 의 역수를 구하면 이것이 해당 노드의 집

도로 정의한다.  

그림 1은 랜덤하게 생성된 20개의 이동노드의 치

를 나타낸다. 원 을 심으로 가로축은 –6에서 6, 

세로축도 –6에서 6인, 12×12 정사각형의 평면을 

상으로 java의 Random()함수를 사용하여 이동노드의 

치를 선정하 다. 그림 1의 한 은 1을 의미한다.

그림 2는 20개 이동노드들이 각각 완  연결

(Complete Connection)된 모습을 보인다. 완  연결

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과 모두 연결됨을 의

미한다. 노드의 수가 20개이므로 이에 한 완 연결

은 총 380개가 생성된다. 

그림 3은 각 이동노드의 최 통신거리가 3인 환경

에서, 각 노드들의 가능한 연결을 표시한 것이다. 이

것의 연결 수는 총 56개이고 4개의 클러스터(Cluster)

가 형성된다. 그림 3에서 가장 집도가 높은 노드는  

8번 (-4.06, 4.39), 19번 (-4.02 1.92)노드이고 이 노드

들의 최 통신 거리 이내에 치한 인 노드의 수 5

이다. 

그림 4는 최 통신거리가 6인 환경에서, 각 노드들

의 가능한 연결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4의 연결 수는 

총 156개이고 최 통신거리가 커짐에 따라 그림 3과

는 다르게 한 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퇴  통신거

리가 6인 환경에서 가장 집도가 높은 노드는 11번 

(-1.69, 3.49)이고 이 노드와 최 통신 거리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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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  통신거리가 9인 경우 연결 가능 노드 
Fig. 5. Node connection coverage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9

 

그림 6. 최  통신거리가 12인 경우 연결 가능 노드 
Fig. 6. Node connection coverage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12

그림 7. 최  통신거리가 15인 경우 연결 가능 노드 
Fig. 7. Node connection coverage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15

 

그림 8. 20개 이동통신에 한 들로네 삼각망
Fig. 8. Delaunay triangulation of 20 mobile nodes

치한 인 노드의 수는 13이다. 

그림 5는 최 통신거리가 9인 환경의 결과를 보인

다. 이 환경에서의 연결 수는 총 296개이고 최 통신

거리가 더 길어짐으로 인해 당연하게 한 개의 클러스

터를 형성한다. 

가장 도가 높은 노드는 (0.26, -2.16)에 치한 7

번 노드이고 최  통신거리인 9 이내에 치한 인

노드의 수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노드의 총 합인 19

이다. 

그림 6은 최 통신거리가 12인 환경에서 연결모습

을 보인다. 최  통신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연결 수도 

증가하는 데, 이 환경에서의 연결 수는 총 370개이고, 

이는 완 연결의 경우인 380 연결에 근 한 수치이다. 

따라서 부분의 노드들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노

드들과 모두 통신이 가능하고 소수의 노드가 완 연

결이 아니다. 이러한 노드는  2번  (-3.47 –5.70)의  

17개 연결,  5번 (2.75 3.76) 노드의 18개 연결,  6번 

(2.79 4.75) 노드의 17개,  14번 (5.76 2.38) 노드의 17

개, 17번 (-5.85 –5.53) 노드의 16개의 다른 이동노드

들과 각각 통신한다. 이러한 노드들도 거의 모든 노드

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최  통신거리가 15인 환경인데, 총 연결 

수는 총 380개이므로 이는 완 연결로 모든 노드의 

통신 가능한 상  노드의 수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드인, 19의 노드이다.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노드들의 집

도 계산 방법의 첫 단계에 활용되는 20개의 이동노드

로 구성된 들로네 삼각망이다. 그림 8의 들로네 삼각

망을 구성하는 모든 삼각형들의 각 정 을 이동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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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node

3 6 9 12 15 Area sum Prop.

0 3 9 16 19 19 1.8300 0.5464 

1 4 9 17 19 19 1.9500 0.5128 

2 1 6 9 17 19 7.9400 0.1259 

3 4 9 18 19 19 3.7300 0.2681 

4 4 6 12 19 19 18.4100 0.0543 

5 3 8 16 18 19 1.9500 0.5128 

6 2 8 14 17 19 7.4100 0.1350 

7 3 11 19 19 19 4.9300 0.2028 

8 5 6 13 19 19 3.1200 0.3205 

9 2 7 15 19 19 3.4100 0.2933 

10 4 8 15 19 19 7.7200 0.1295 

11 3 13 17 19 19 5.0900 0.1965 

12 1 11 17 19 19 3.2200 0.3106 

13 2 5 13 19 19 17.3600 0.0576 

14 1 6 10 17 19 17.2200 0.0581 

15 3 7 14 19 19 15.0000 0.0667 

16 3 7 17 19 19 14.0800 0.0710 

17 1 3 8 16 19 17.6100 0.0568 

18 2 9 18 19 19 4.7800 0.2092 

19 5 8 18 19 19 2.3100 0.4329 

max 5 13 19 19 19 18.4100 0.5464 

min 1 3 8 16 19 1.83000 0.0543 

표 1. 최 통신거리의 변화  제안된 방법의 20개 이동통
신 노드 도
Table 1. Density of 20 mobile nodes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and proposed method. 

라고 가정했을 때, 삼각망의 각 이동노드가 구성하는 

삼각형들의 면 을 활용하면 각 이동노드의 집도를 

효과 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이동노드 7이 구성하는 삼각형은 (1), 

(19), (34), (30), (28), (27) 이다. 이 삼각형의 면 이 

클수록 집도는 떨어지고, 작을 수 록 집도는 커진

다. 이러한 방법은 이동노드와의 떨어진 거리에 상

으로 덜 향을 받으면서 집 한 정도를 잘 반 한

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naive 방법이 최  통

신거리에 따라 각 이동노드들의 집도가 변하는 문

제 을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naive 방법은 

각 노드들이 통신할 수 있는 최  거리 역 안에 존

재하는 노드들의 수를 계산하여 집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IoT와 같이 기능과 목 , 성능에 따

라 다양한 통신 디바이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최

 통신거리에 상 없이 상  치에 따른 집도

를 구해야 하는 응용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잘 용될 수 있다. 

식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동노드 k의 집

도를 계산하는 식이다. 즉 이동노드 k가 구성하는 모

든 삼각형의 면 의 합을 구해 이것의 역수를 계산하

는 것이다. 여기서 Si 는 i번째 삼각형의 면 이고 nk

는 최종 구축된 들로네 삼각망에서 노드 k가 구성하는 

삼각형의 수이다. 식 (2)는 찰되거나 계산된 값들을 

정규화하기 한 식이다. 여기서 X는 정규화 상인 

데이터이고, m은 평균, σ 는 표 편차이다.

 


 







(1)

 


(2)

Ⅲ. 실 험 

3.1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하기 해서 입

력노드와 각 노드의 최 통신거리를 입력으로 5개 부

류의 환경을 설정하 다. 한 동일한 환경에서는 각 

통신노드의 최 통신거리가 같다고 가정하 다. 

가로 12, 세로 12인 가상 인 평면에서 임의로 20

개의 이동노드들을 생성하고 각 최 통신거리를 3, 6, 

9, 12, 15로 설정한 환경을 생성 한 후, 각 이동노드의 

집도를 계산하 다. 이동 노드의 집도는 각 각의 

최  통신 거리 내에 치하는 인  노드의 수로 계산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입력노드를 

상으로 들로네 삼각망을 생성하고,  2장 본론의 식 

(1)을 활용해서 각 이동노드가 정 인 삼각형들의 면

의 합을 구하고 이 값의 역수를 계산하고 이를 각 

이동노드의 집도로 결정하 다.  

실험은 8.0GB 램, Intel core i-7 CPU, 3.6 GHz, 

마이크로소 트 도우즈 8.1 환경의 랩톱 컴퓨터에

서 시행되었다. 이동노드 치 생성은 가상 인 평면

공간에서 java 언어의 Random 함수를 이용하여 처리 

결과 값으로 해당 노드들의 x와 y 좌표로 설정하 다. 

3.2 결과검토  분석  

표 1에는 그림 1에 표시된 20개의 이동노드에 한 

각 환경에 따른 실험결과가 표 되어 있다. 

표 1에서 range는 각 이동노드의 최  통신거리, 

node는 각 이동노드의 표식자이다. 동일한 range에 있

는 노드들은 같은 최  통신거리를 가진다고 가정하

다. Area sum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 활

용하는 들로네 삼각망에서 각 이동노드와 련 있는 

삼각형들의 면 의 합이고,  Prop.는 이 값의 역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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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node
3 6 9 12 Avg. Prop.

0 0.50 0.60 0.73 1.00 0.71 1.00 

1 0.75 0.60 0.82 1.00 0.79 0.93 

2 0.00 0.30 0.09 0.33 0.18 0.15 

3 0.75 0.60 0.91 1.00 0.81 0.43 

4 0.75 0.30 0.36 1.00 0.60 0.00 

5 0.50 0.50 0.73 0.67 0.60 0.93 

6 0.25 0.50 0.55 0.33 0.41 0.16 

7 0.50 0.80 1.00 1.00 0.83 0.30 

8 1.00 0.30 0.45 1.00 0.69 0.54 

9 0.25 0.40 0.64 1.00 0.57 0.49 

10 0.75 0.50 0.64 1.00 0.72 0.15 

11 0.50 1.00 0.82 1.00 0.83 0.29 

12 0.00 0.80 0.82 1.00 0.65 0.52 

13 0.25 0.20 0.45 1.00 0.48 0.01 

14 0.00 0.30 0.18 0.33 0.20 0.01 

15 0.50 0.40 0.55 1.00 0.61 0.03 

16 0.50 0.40 0.82 1.00 0.68 0.03 

17 0.00 0.00 0.00 0.00 0.00 0.01 

18 0.25 0.60 0.91 1.00 0.69 0.31 

19 1.00 0.50 0.91 1.00 0.85 0.77 

표 2. 최 통신거리의 변화  제안된 방법의 20개 이동통
신 노드 정규화 도
Table 2. Normalized density of 20 mobile nodes with 
maximum communication range and proposed method. 

그림 9. 최  통신거리가 3인 경우 각 이동통신 노드의 정
규화 도와 제안된 방법의 정규화 도 
Fig. 9. Normalized densities o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3 mobile node and proposed method

 

그림 10. 최  통신거리가 6인 경우 각 이동통신 노드의 
정규화 도와 제안된 방법의 정규화 도 
Fig. 10. Normalized densities o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6 mobile node and proposed method

다. 즉 각 노드에 인 한 들로네 삼각망의 삼각형들에 

한 면 의 합과 이에 한 역수이다. 표 1의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최 통신거리를 변경한 실험에서 각 

노드의 연결가능 노드 에서 가장 많은 연결 가능한 

노드의 수를 표시한 것이다. 최  통신거리가 길면 길

수록 완 연결(Complete  Connection)하는 이동노드

들의 수가 많아진다. 최  통신거리가 15인 경우는 그

림 1의 20개의 이동노드들이 완  연결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반 로 최  통신거리가 으면 을수

록 통신 가능한 노드의 수는 매우 게 된다. 최  통

신거리가 3인 환경에서 20개의 입력노드를 상으로 

최소 통신 가능 노드가 1이고 최  통신 가능 노드의 

수가 5이다.

표 2는 각 조건에 따른 데이터의 상이함을 보정하

기 해 2장의 식 (2)를 용해서 표 1의 값을 정규화 

시킨 집도가 나타나 있다. 

즉 최  통신거리에 따라 평균 집도, 최소 집

도, 최  집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한 

인 값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여 

상  집도를 분석한 것이 표 2이다. 표 2에서 특

정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최  통신거리를 변경한 실

험에서 각 노드의 연결가능 노드 에서 가장 높은 정

규화 집도를 표시한 것이다. 최  통신거리가 15인 

경우는 모든 이동노드가 완 연결이므로 데이터로서

의 의미가 없으므로 표 2에서 제외시켰고, Avg.는 최

통신거리가 3, 6, 9, 12 인 경우의 정규화 집도의 

평균값이다. 표 1과 표 2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동노드의 최 통신거리가 변경됨에 따라 각 이동노

드의 집도가 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9는 최  통신거리가 3인 환경에서의 이동노

드 집도와 제안된 방법의 집도를 보인다. x축인 

Node는 그림 1에 표 된 20개의 입력 이동노드를 표

하는 표식자이고, y축은 최  통신거리가 3인 환경

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노드들의 

정규화 집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그림 10, 11, 12에는 최 통신거리

가 각각 6, 9, 12인 환경에서의 이동노드의 정규화 

집도와 제안된 방법의 집도를 보인다. 그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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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최  통신거리가 9인 경우 각 이동통신 노드의 
정규화 도와 제안된 방법의 정규화 도
Fig. 11. Normalized densities o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9 mobile node and proposed method  

그림 12. 최  통신거리가 12인 경우 각 이동통신 노드의 
정규화 도와 제안된 방법의 정규화 도
Fig. 12. Normalized densities o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12 mobile node and proposed method  

그림 13. 최  통신거리가 3, 6, 9, 12인 경우 각 이동통신 
노드의 정규화 집도 
Fig. 13. Normalized densities o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3, 6, 9, and 12 mobile node 
 

그림 14. 최  통신거리가 3,6,9,12인 이동통신 노드 정규
화 도의 평균과 제안된 방법의 정규화 집도 
Fig. 14. Average normalized density of maximum 
communication range 3, 6, 9, 12 mobile node and 
normalized density of proposed method 

 

그림 15. 10,000개의 이동통신 노드의 치 
Fig. 15. Location of 10,000 mobile nodes 

표 된 것에서 제안된 방법은 최  통신거리와 무

하게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최  통신거리에 

따라 각 노드들의 집도가 변하므로, 최  통신거리

가 가변 이거나 최  통신거리가 동일하지 않는 환

경에서의 이동노드의 집도 계산은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13은 최 통신거리가 3, 6, 9, 12인 환경

에서의 정규 화된 이동노드 집도를 표 한 것이다. 

노드 2에서 약간의 유사성을 보이나 체 으로 큰 

상 성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 통신거리가 클수록 

정규 화된 집도 그래 의 모양은 단순해진다.

그림 14는 최 통신거리에 따른 집도의 평균값

과 제안된 방법으로 얻은 집도를 비교한 그래 이

다. 이 역시 큰 상 성을 찾을 수 없다.   

그림 15는 10,000개의 이동통신 노드의 어느 순간

의 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이동

노드에 하여  각 노드의 치 기반 집도를 계산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이동통신 노드의 

집도를 계산하기 한 들로네 삼각망의 결과는 그림 

16에 있다. 비록 자세히 확인할 수 없으나 수치  얻

은 결과에 따르면,  그림 15의 치에서 가장 높은 

집도를 보이는 노드는 7879이고 이것의 좌표는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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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0,000개 이동통신에 한 들로네 삼각망 
Fig. 16. Delaunay triangulation of 10,000 mobile nodes

평면의 x=-3.04, y=-1.09이다. 제안된 방법을 활용하

여 모든 이동통신의 치기반 집도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그림 9에서 그림 12까지를 통해 확인한 것

처럼 각 노드들의 최  통신거리와 무 하게 수 많은 

이동노드들에 하여 일정한 집도의 계산이 가능하

므로, IoT와 같이 다양한 최  통신거리를 가지는 통

신기기들의 집도를 계산하고 분석하여, 한 동작

의 가능  처에 잘 활용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들로네 삼각망을 이용해서  시 에서 

치한 이동노드의 상  치에 한 집도를 효

과 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동노드들의 

집도는 재 속히 발 하는 치기반서비스, 사물

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빌딩시스템 등에 잘 활

용할 수 있다. 

이동노드의 집도를 계산하는 기존의 방법은 각 

이동노드들의 최 통신거리가 변경되면 각 노드의 

집도도 변경이 된다. 최 통신거리는 항상 변경 가능

하므로 이러한 특성은 특정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노드의 최 통신거리와는 상

없이 각 노드의 치와 분포도에 따라 집도를 효과

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즉 특정 노드를 

심으로 들로네 삼각망을 구성하는 삼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면 을 활용하여 체 인 에서의 다른 

인 노드들의 상  집 정도를 악할 수 있다.

향 후 연구는 특정 평면이나 공간에 치한 이동노

드의 최 통신거리가 가변 인 경우를 고려한 이동노

드 집도 계산에 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 환

경에서 이동노드의 최 통신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

하 으나 실 으로 통신환경 시스템에서의 이동노

드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최 통신거리 한 여러 

종류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통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동통신노드들의 집도를 효과 으로 계

산한다면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Internet of Things, Retrieved Sept. 20, 2015, 

from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of_ 

Things

[2] K. H. Park, N. J. Choi, W. S. Yang, H. Y. 

Lee, S. K. Lee, C. A. Choi, and J. D. Kim,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sensor 

technologies for smart building,” ETRI, 

Electron. Telecommun. Trends (in Korean), vol. 

24, no. 6, pp. 1-10, Dec. 2009. 

[4] D. H. Kim and H. K. Bahn, “Adaptive 

location detection scheme for energy- 

efficiency of smartphones,” J. IIBC, vol. 15, 

no. 3, pp. 119-124, Jun. 2015.

[5] H. C. Cho, S. D Kim, C. Y. Kim, S. H. Kim, 

and C. J. Hwang, “Energy-efficient face 

routing protocol considering radio range in 

wireless sensor networks,” J. KICS, vol. 40, 

no. 06, pp. 1058-1069, Jun. 2015. 

[6] S. J. Lee and Y. H. Yoo, “Probabilistic 

method to enhance ZigBee throughput in 

Wi-Fi interference environment,” J. KICS, vol. 

39B, no. 09, pp. 606-613, Sept. 2014.

[7] J. Y. Park, S. M. Shin, and N, H. Kang, 

“Mutual authentication and key agreement 

scheme between lightweight devices in 

Internet of Thing,” J. KICS, vol. 38B, no. 09, 

pp. 707-714, Sept. 2009.

[8] J. H. Jang, D. B. Kim, B. J. Shin, and S. C. 

Yoon,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fire 

suppression system in intelligent buildings,” J. 

Korean Soc. Hazard Mitigation, vol. 15, no. 3,  

pp. 169-175, Jun. 2015.

[9] K. H. Lee and H. W. Park, “Implementation 

of N-screen based solar power monitoring 

system,” J. The Korea Soc. Computer and Inf.,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15-11 Vol.40 No.11

2204

vol. 19, no. 10, pp. 151-158, Oct. 2014.

[10] K. S. Park and Y. H. Lee, “Implement of 

watt-hour meter monitoring system by internet 

map based GUI using power line 

communication,” The J. Korea Inst. Electron. 

Commun. Sci., vol. 8, no. 10,  pp. 1435-1441, 

2013. 

[11] J. H. Kim, Y, J. Lee, and H. W. Kim, 

“Development of the power consumption 

simulator and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household by using data mining over smart 

grid,” The J. Korea Inst. Electron. Commun. 

Sci., vol. 39C, no. 1, pp. 72-81, 2014. 

[12] Delaunay triangulation, Retrieved Sept. 20, 

2015, from http://en.wikipedia.org/wiki/ Delaunay_ 

triangulation, Sept. 20, 2015.

김 인 범 (In-bum Kim)

1989년 2월： 우통신종합연구

소

1995년~1996년：오라클코리아

2007년： 스컨신주립 - 워

키 산학 공학박사

1996년~ 재 : 김포 학교 스마

트IT학부 교수

< 심분야> 네트워크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컴퓨

터 이론

서 춘 원 (Choon-weon Seo)

1988년 2월： 운 학교 자

공학과 공학사

1990년 2월： 운 학교 학

원 자공학과 공학석사

1997년 2월： 운 학교 학

원 자공학과 공학박사

2000년~ 재：김포 학교 컴퓨

터네트워크과 부교수

< 심분야> 패턴인식, 상처리, 인공지능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Arial-Black
    /Arial-BlackItalic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UnicodeMS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Impact
    /LucidaConsole
    /Tahoma
    /Tahoma-Bold
    /TimesNewRomanMT-ExtraBold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12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76
    /HSamples [2 1 1 2] /VSamples [2 1 1 2]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15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55464e1a65876863768467e5770b548c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666e901a554652d965874ef6768467e5770b548c5217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64006500740061006c006a006500720065007400200073006b00e60072006d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a0075007600650072006c00e40073007300690067006500200041006e007a006500690067006500200075006e0064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76006f006e00200047006500730063006800e400660074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63006900f3006e0020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f006e006600690061006e007a0061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c00650073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6f00660065007300730069006f006e006e0065006c007300200066006900610062006c0065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3006100740069006f006e0020006500740020006c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Utilizzare queste impostazioni per creare documenti Adobe PDF adatti per visualizzare e stampare documenti aziendali in modo affidabile. I documenti PDF creati possono essere aperti con Acrobat e Adobe Reader 5.0 e versioni successive.)
    /JPN <FEFF30d330b830cd30b9658766f8306e8868793a304a3088307353705237306b90693057305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92884c3044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waarmee zakelijke documenten betrouwbaar kunnen worden weergegeven en afgedruk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7000e5006c006900740065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7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6006f0072007200650074006e0069006e0067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2000760069007300750061006c0069007a006100e700e3006f002000650020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3006f006e0066006900e1007600650069007300200064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65007200630069006100690073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c0020006a006f0074006b006100200073006f007000690076006100740020007900720069007400790073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5006e0020006c0075006f00740065007400740061007600610061006e0020006e00e400790074007400e4006d0069007300650065006e0020006a0061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61006d0069007300650065006e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70006100730073006100720020006600f60072002000740069006c006c006600f60072006c00690074006c00690067002000760069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10066006600e400720073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suitable for reliable viewing and printing of business document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e44c988b2c8c2a40020bb38c11cb97c0020c548c815c801c73cb85c0020bcf4ace00020c778c1c4d558b2940020b37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