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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센서 노드와 싱크 노드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크는 모든 센서 노드들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운용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센서 노드는.

다양한 센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센싱 장치 와 센싱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장치(Sensing Unit)

센서 노드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송수신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Processing Unit), (Transceiver Unit)

다 각 장치별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세 장치 중[1]. ,

에너지 소모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송수신 기능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

되었으며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안 되었다 기존의 이러한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사람이나 자, [2,3,4].

동차 등에 의한 싱크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라우팅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동 싱크가 존재하는 센서 네

트워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는 싱크 노드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모든 센서 노드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잦은 위치정보 업데이트는 센서 노드들의 배터리.

소모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동 싱크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의 프로토콜들은 부적합하다 이러한 이동 싱크.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등이 제안 되었TTDD(Two-tier data dissemination)[5], CBPER[6]

지만 는 그리드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은 경로 설정에 많, TTDD , CBPER

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생성 및 유지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경로 설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센서 네트워크의 생명주기를 늘리고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1)

본 론2.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싱크와 소스 노드간의 경로 설정에서 요구되는

통신부하 제어 패킷의 수 및 전송 범위 를 줄여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로 설정의 신( ) ,

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데이터 공고 패킷의 전송범위를 최소화 함으로써.

기법보다 적은 양의 패킷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 기법에서는 소스 노드가 위치한CBPER . CBPER

셀의 세로방향에 위치한 모든 셀의 헤더 노드들에게 데이터 공고 패킷을 전송하고 싱크 노드가 위치한,

셀의 가로방향에 위치한 모든 셀의 헤더 노드들에게 데이터 요청 패킷을 전송한다 데이터 공고 패킷과.

데이터 요청 패킷이 만나는 셀의 헤더 노드에서 데이터 공고 패킷이 지나온 역경로를 따라 데이터 요청

패킷이 소스 노드에게 전송되고 데이터 요청 패킷이 지나온 역경로가 싱크 노드와 소스 노드간의 데이,

터 전송을 위한 경로가 된다 제안 기법에서는 소스 노드가 위치한 셀의 세로방향에 위치한 모든 셀이.

아닌 감지 대상 지역의 세로축 중앙에 위치한 셀의 헤더 노드까지만 데이터 공고 패킷을 전송하기 때,

문에 데이터 공고를 위해 필요한 패킷의 양이 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싱크 노드CBPER .

는 자신이 위치한 셀의 가로방향 셀들뿐만 아니라 감지 대상 지역 중앙 가로축 셀의 헤더 노드들에게도

데이터 요청을 보낸다 이렇게 감지 대상 지역 중앙 가로축 셀의 헤더 노드들에게 추가적으로 데이터.

요청 패킷을 보내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싱크 노드와 소.

스 노드가 감지 대상 지역의 중앙 가로축을 경계로 반대쪽에 위치할 경우 중앙 가로축 셀의 헤더 노드

들에게 전송된 데이터 요청 패킷을 소스 노드들끼리 공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위치관계에 있는 소스 노드가 많을 경우 싱크 노드가 감지 대상 지역의 중앙 가로축 셀까지 추가로

1)본 연구는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팅및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21

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이며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해외교수요원초빙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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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데이터 요청 패킷의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 패킷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법보다 적은양의 데이터 공고 패킷 및 데이터 요청 패킷으로 경로가 설정된다CBPER .

그림 은 제안 기법이 기법과 비교하여 데이< 1> CBPER

터 공고 패킷과 데이터 요청 패킷 전송에서 효율적임을

보여준다 싱크 노드가 하나이며 소스 노드가 개인 경. 5

우 경로 설정에 요구되는 패킷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기법에서 소스 노드는 자신이 위치한 셀의 세CBPER

로축 전체로 데이터 공고 패킷을 전송하며 싱크 노드,

는 자신이 위치한 셀의 가로축 전체로 데이터 요청 패

킷을 전송한다 데이터 공고 패킷과 데이터 요청 패킷.

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스 노드에게 데이터 요청 패킷을

보낸다 데이터 공고 패킷과 데이터 요청 패킷의 수는.

각각 개 개로 나타나 있다 제안 기법에서 소스30 , 26 .

노드는 자신이 위치한 셀의 세로축 중앙 셀까지만 데이

터 공고 패킷을 전송하며 싱크 노드는 자신이 위치한,

셀의 가로축뿐만 아니라 감지 대상 지역 중앙 가로축으

로 추가적인 데이터 요청 패킷을 전송한다 데이터 공.

고 패킷과 데이터 요청 패킷의 수는 각각 개로 그림 제어 패킷 수 비교15, 23 < 1>

나타나 있다 이처럼 제안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전송되는.

제어 패킷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성능평가를 위해 소스 노드의 수 싱크 노드의 수 감지 대상 지역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에너지 소, ,

모를 측정하였으며 기법의 에너지 소모와 비교하였다 첫째 소스 노드의 수가 변하는 환경에, CBPER . ,

서는 제안 기법의 제어 패킷 전송량이 기법의 약, CBPER 54%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모가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싱크 노드의 수가 변하는 환경에서는 싱. , ,

크 노드의 수가 증가 할수록 두 기법의 에너지 소모 격차가 커졌다 이는 제안 기법이 다수의 싱크가.

있는 환경에서도 기법보다 더 유리함을 증명한다 셋째 감지 대상 지역의 크기가 변하는 환경에CBPER . ,

서는 제안 기법이 센서 감지 대상 지역의 크기가 증가하여도 성능 저하를 보이지 않으며 기법, CBPER

에 비해 70% 정도의 에너지 소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확장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결 론3.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경로 설정에서 요구되는 통신부하를 줄여 센서 네트워

크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경로 설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제어, .

패킷의 전송량을 줄여 그리드와 클러스터 기반의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경로 설정에 요구되는 비CBPER

용을 54%까지 감소시켰으며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모를, 70%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다수의 싱크.

노드가 존재하는 환경은 물론 큰 규모의 센서 네트워크에서도 성능의 저하가 없어 확장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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