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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흩어져 있는 센서 노드들에 의해 주변 현상을 감지하

여 싱크 노드로 전송한다. 각 센서 노드들은 요청된 질의나 사전에 지정된 질의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싱

크 노드로 전송한다. 하지만, 센서 노드들은 제한된 배터리 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수명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중복된 데이터는 한번만 전송하거나, 대표 센서 노드가 값을 모아서 전송함으로서 네트워

크 수명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적으로 데이터 전송 노드를 선정하는 라우팅 트리인 동적 트리기반의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알고리즘(EDRT)을 제안한다. 기존에 제안된 질의 기반 라우팅 트리(QSRT)는 질의의 결과들이 싱

크 노드로 전송할 때, 데이터를 부분 집계 및 패킷 합병을 유도하여 데이터 전송 횟수를 줄였다. 본 논문

에서는 각 센서 노드가 부모 노드뿐만 아니라 형제 노드 간에도 데이터를 부분 집계 및 패킷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전송 횟수를 줄이고,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량도 감소시킨다. 수행된 실험의 결

과는 제안된 EDRT가 QSRT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 준다.

1. 서  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과 자 장비의 발달로 인하여 다

양한 기능을 가진 센서 노드(sensor node)가 많이 개발

되고 있다[1]. 이러한 센서 노드는 다양한 데이터를 측

정하는 센싱 장치(sensing unit), 측정된 데이터를 처리

하기 한 처리 장치(processing unit), 측정된 데이터를 

지정된 싱크 노드(sink node)에게 보내기 한 송수신 

장치(transceiver unit), 센서 노드의 력 공 을 담당하

는 력 장치(power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이

러한 센서 노드들은 다양한 환경에 배치되어, 사람이 일

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변화를 감지하여 으로서 사람들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는 어떤 상(phenomenon)

을 감지하기 해서 찰 지역 내에 뿌려진 센서 노드들로 구

성된다. 센서 필드(sensor field)에서 감지된 정보는 싱크 

노드로 송되고 싱크 노드는 인터넷(Internet)이나 인공

성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송한다[2]. 센서 

네트워크는 군 , 자연과학, 공장,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리 쓰이고 있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는 유독한 

화학 물질이 감염된 지역이나 장과 같이 사람들이 직

 상을 찰할 수 없는 험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인

다. 하지만, 센서 노드들은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의존하

므로 가능하면 소모하는 에 지양을 여야 한다. [3]이

나 [4]에서와 같이 일정 기간 이상 사람의 간섭이 없어

야 하는 서식지 동물들의 형태 찰에서는 센서 노드의 

효율 인 에 지 소모가 더욱 요하다. 센서 노드에서 

소모되는 에 지는 크게 데이터 센싱 에 지, 처리 에

지, 송수신 에 지로 나  수 있다. 하지만, 이 에서 

송수신 에 지 소모가 나머지 에 지 소모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송수신에 소모되는 에 지양을 이는 것이 

요하다[5]. 

  환경 모니터링의 용도로 사용되는 센서 네트워크는 일

반 으로 반복 이고 지속 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질의

(query) 형태를 연속 질의(continuous query)라고 한다. 

연속 질의는 한 번 요청되면 결과 데이터는 지속 으로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으로 송된다. 따라서 결

과 데이터들을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송할 때 소비되는 

통신비용을 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 [6,7]에서는 네

트워크내 로세싱(in-network processing) 기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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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질의 달  QSRT 구성 단계의 수행 

해 메시지 송 횟수를 여 통신비용을 이는 것을 보

여 다. MIN, MAX, SUM, AVG, COUNT 등 집계 질의

(aggregate query)를 사용하여 부분 집계(partial 

aggregation)  패킷 합병(packet merging)을 수행하여 

결과 데이터들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송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통신비용을 여 다.

  질의 결과 데이터들을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모으기 

해 라우  트리(routing tree)가 사용된다. 라우  트리

는 루트 노드에서 질의를 각 센서 노드로 송하는 과정

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센서 노드들은 부모 노드  형

제 노드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별로 구성되는 동  트리기반의 에

지 효율 인 라우  알고리즘(Energy-Efficient Dynamic 

Routing Tree : EDRT)을 제안한다. EDRT는 결과 데이

터를 가진 센서 노드가 여러 부모 혹은 형제 노드 에

서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센서 노드

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송한다. 따라서 많은 센서 노드

들이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을 실시함으로써 메시지 

송 횟수를 이고, 각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모량도 

일 수 있다는 것을 시뮬 이션을 통해 보여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연

구되었던 질의 기반 라우  트리[8]에 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DRT 라우  트리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의 라우  트리와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라우  트리와의 성능 평가 결과를 기술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련 연구

  기존에도 트리 기반의 라우  로토콜이 많이 제안되

었으며, 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에

서 연속질의 환경에서 집계 질의의 데이터들을 에 지 

효율 으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모으는 라우  트리인 

질의 기반 라우  트리(Query Specific Routing Tree : 

QSRT)를 살펴보자.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리를 이용한 

질의 처리는 질의 분배(query dissemination) 단계와 데

이터 수집(data collection) 단계로 구성된다[6]. 질의 분

배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값, 즉 질의가 

센서 노드들에게 달이 되며, 같이 트리 구성 메시지도 

이 때 함께 달될 수도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모든 

센서 노드들에게 달된 질의의 조건에 만족하는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사 에 구성된 트리 구조에 맞게 싱크

노드로 송한다. 

  각 센서 노드들은 하나 이상의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각 센서 노드들은 그  하

나의 부모 노드를 선택해서 송을 해야 하며, 자식으로

부터 데이터를 송 받은 센서 노드는 자신과 상 없이 

싱크 노드로 그 데이터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

서 부모 노드를 선정할 때,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부

모 노드에게 보낸다면, 부모 센서 노드들은 자식 노드들

로부터 받은 데이터들과 자신의 데이터를 모아 부분 집

계  패킷 합병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송함으로써 

송 횟수를 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질의기반 라우  

트리는 결과 데이터들이 만나는 시 을 앞당겨서 무임승

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1 QSRT 구성 차

  QSRT 구성 차는 후보 부모 집합 결정 단계와 질의 

달  QSRT 구성 단계로 나 어진다. 후보 부모 집합 

결정 단계에서는 기존의 트리 구성 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 은 기존 트리 구성 단계에서는 각 센서 노

드는 하나의 부모 노드만 결정하 지만, QSRT에서는 부

모 노드가 될 수 있는 모든 센서 노드들을 후보 부모 집

합(CP)으로 가진다.

  CPi = { j : 센서 노드 j는 센서 노드 i의 이웃 노드,  

센서 노드 j의 벨 = 센서 노드 i의 벨 - 1 }

  질의 달  QSRT 구성 단계에서는 센서 노드 i의 

CPi가 결정된 상태에서, 싱크 노드로부터 질의 Q가 들어

왔을 때, 질의 Q가 각 센서 노드에게 달되는 과정에서 

질의 Q에 한 QSRT가 구성된다. 루트 노드로부터 질

의 Q가 센서 네트워크 체로 달되는 과정에서 각 센

서 노드들은 자신의 최단 거리(Minimum Distance:MD)

를 결정하고 질의 Q와 함께 MD 값을 자식 노드에게 

송한다. 센서 노드 i의 질의 Q에 한 MDi,Q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MDi,Q = {0, 센서 노드 i가 루트 노드이거나, 질의 Q 후보 노드일 경우

         min{MDj,Q : j∈CPi} + 1, 이외의 경우 }

  즉, 센서 노드 i가 루트 노드의 경우 최상  노드이기 

때문에 MDi,Q를 0으로 설정하고, 그 하  벨의 각 센

서 노드 i는 CPi  가장 작은 MDj,Q에 1을 더해 자신의 

MDi,Q로 설정하고, 질의 Q에 한 자신의 부모 노드를 j

로 선정한다. 단, 센서 노드 i가 질의 Q 후보 노드일 경

우에는 MDi,Q는 0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부모 노드를 j로 

선정한다. 이 게 질의 달  QSRT 구성 단계가 반복 

수행되고 나면 질의 Q에 한 QSRT가 구성된다.

  그림 1은 질의 달  QSRT 구성 단계의 수행 를 

보여 다. 각 센서 노드들은 CP노드로부터 MD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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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SRT의 데이터 송    (b) EDRT의 데이터 송

그림 2 QSRT와 EDRT와의 비교

1. 싱크 노드가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를 루트 노드에게 달

2. 루트 노드는 src_id와 level을 설정 후 이웃 노드들에게 방송

3.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 수신 노드 i

if ( 노드 i의 level == INVALID_VALUE ) {

  노드 i의 level =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level + 1;

  노드 i의 CPi에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src_id를 추가;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필드에 자신의 값 설정 후 방송;

} else if ( 노드 i의 level 결정 ) {

  if (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level == 노드 i의 level - 1 ) {

    노드 i의 CPi에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src_id를 추가;

  } else if (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level == 노드 i의 level ) {

    노드 i의 SPi에 후보 집합 결정 메시지의 src_id를 추가;

  }

}

4. 3번 과정은 모든 센서 노드들의 벨 값과 후보 부모 집합  후

보 형제 집합이 결정될 때까지 반복

그림 3 후보 부모  형제 집합 결정 단계의 수행 차

Q와 함께 수신하여 자신의 MD를 계산하고 그 MD를 자

식 노드에게 송하여 모든 센서 노드들이 질의 Q   

MD를 가지게 된다. 를 들어 그림 1에서 5번 노드는 

CP5 = {2,3}을 가질 것이고, MD5,Q는 MD2,Q에 1을 더

한 1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부모 노드는 2번 노드로 선

정하게 된다. 8번 노드의 경우는 질의 Q 후보 노드이기 

때문에 MD8,Q는 0이 되고, 자신의 부모 노드는 CP8  

MDQ가 가장 작은 6번 노드가 된다.

2.2 QSRT 데이터 수집 단계

  질의 달  QSRT 구성 단계에서 이루어진 질의 Q

에 한 QSRT는 질의의 결과 데이터들을 싱크 노드로 

모으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사용된다. 데이터 수집 단

계는 라우  트리의 하단부에서 시작되어 루트 노드까지 

벨로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각 센서 노드들이 자신

의 벨에 따라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시 을 할당받아 

있기 때문에 부모 노드들은 자식 노드들의 데이터 송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수신된 노드들만 부분 집계  패

킷 합병을 수행하여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고, 질의 Q에 

한 부모 노드에게 메시지를 송한다[9].

3. 동  트리기반의 에 지 효율 인 라우  알고리즘

  그림 1의 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QSRT는 데이터 수

집 단계에서 일반 라우  트리 FRT 보다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의 기회를 진시켜 데이터 송 횟수를 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하지만, QSRT의 경우에는 형제 노드와는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QSRT의 

경우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계에서는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의 수행 시 을 앞당길 수 있지만, 부모-자

식 간의 계가 아니라면, 데이터의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를 들어, 각 센서 노드들은 후보 부모 노드와 마찬

가지로 형제 노드도 존재할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각 센서 노드는 송 범  내에서 형제 노드를 가질 수 

있다. 그림 2(a)의 경우 노드 11은 질의 Q의 후보 노드

이지만, 노드 11의 부모 노드들 에 질의 Q의 후보 노

드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효과를 얻지 못한다. 한 

노드 5에서 메시지를 송할 경우에도 부모 노드의 MD

가 같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모 노드

의 level 만큼 데이터를 더 송해야 한다. 하지만 그림 

2(b)의 경우에는 각 센서 노드가 후보 형제 노드를 가지

며, 형제 노드에게 메시지를 송함으로써 자신의 

level-1 만큼의 메시지 송 횟수를 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각 센서 노드가 자신의 결과 데이터를  

다른 결과 데이터와 만날 수 있는 노드 쪽으로 송하

되, 부모 노드뿐 만아니라 형제 노드로 보내는 것이 무

임승차의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무임승차 효과를 최 화하며, 형제 노드 쪽의 정

보도 알기 해서는 형제 노드에서 최단거리에 치한 결

과 데이터 생성 노드까지의 거리 정보까지 고려한다면 결

과 데이터를 가장 빨리 다른 결과 데이터 생성 노드까지 

송해  수 있는 부모 혹은 형제 노드를 선택할 수 있다.

3.1 EDRT 구성 차

  본 에서는 질의 메시지가 달되는 되는 과정을 통

해 EDRT가 구성하는 차를 설명한다. 이 과정은 2.1

에서 설명된 QSRT의 구성 차와 거의 비슷하다. 각 질

의에 한 EDRT는 다음 두 단계를 통해 구성된다.

∙ 후보 부모  형제 집합 결정 단계

∙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

3.1.1 후보 부모  형제 집합 결정 단계

  이 단계에서는 후보 부모 집합뿐만 아니라 후보 형제 

집합도 결정된다. 본 단계는 QSRT 구성 차에서 후보 

부모 집합 결정 단계와 거의 유사하다. 단지, 후보 부모 

집합 결정 메시지의 level 필드에 따라 후보 부모 집합 

혹은 후보 형제 집합으로 결정한다. 그림 3은 후보 부모 

 형제 집합 결정 단계의 수행 차를 보여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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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크 노드가 요청받은 질의 Q 메시지를 루트 노드에게 달

2. 루트 노드는 src_id와 md 필드를 설정 후 이웃 노드들에게 방송

3. 질의 Q 메시지 수신 노드 i

if (질의 Q 메시지의 src_id ∈ 노드 i의 후보 부모 집합 ) {

  질의 Q의 src_id 노드의 MD 값을 질의 Q 메시지 md로 설정;

  if ( 노드 i의 후보 부모 집합의 모든 노드의 MD 값이 결정 ) {

    if ( 노드 i가 질의 Q의 후보 노드 ) {

      노드 i의 MD = 0;

    } else {

      노드 i의 MD = MIN(후보 부모 노드들의 MD) + 1;

    }

    질의 Q의 부모 노드는 MIN(후보 부모 노드들의 MD)로 결정;

    질의 Q 메시지의 필드에 자신의 값 설정 후 방송;

  }

} else if (질의 Q 메시지의 src_id ∈ 노드 i의 후보 형제 집합 ) {

  if ( 질의 Q 메시지의 md == 0 )

    노드 i의 형제 노드 src_id의 MD 값 = 0;

  else

    노드 i의 형제 노드 src_id의 MD 값 = 질의 Q 메시지 md - 1;

}

4. 3번 과정은 모든 센서 노드들의 부모 노드가 결정될 때까지 반복

그림 5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의 수행 차

그림 6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의 수행 

그림 4 후보 부모  형제 집합 결정 단계의 수행 

4는 후보 부모  형제 집합 결정 단계가 수행된 를 

보여 다. CP는 후보 부모 집합을 CS는 후보 형제 집합

을 나타낸다.

3.1.2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

  3.1.1 에서 설명한 단계를 통해 후보 부모  형제 

집합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싱크 노드로부터 질의 

요청이 들어오면 루트 노드는 요청된 질의 달과 함께 

EDRT를 구성하게 된다. 요청된 질의가 센서 네트워크로 

체로 달되는 과정을 통해 각 센서 노드가 자신의 

MD 값을 결정하고, 달할 질의 메시지에 자신의 MD 

값을 기록하며, 그 질의 메시지를 받은 센서 노드들은 

후보 부모 노드들 에서 가장 작은 MD 값을 가지는 노

드를 부모 노드로 선택하여 라우  트리를 구성한다. 

한 이 MD 값이 포함된 질의 메시지를 형제 노드가 받게 

되면, 수신한 메시지의 md 필드의 값이 0일 경우에는 

형제 노드의 MD 값을 0을 설정하고, 0이 아닌 경우에는 

질의 메시지의 md 필드 값에서 1을 뺀 값을 형제 노드

의 MD 값으로 설정한다. 이 게 반복하여 모든 노드들

의 MD 값  형제 노드의 MD 값이 정해진다. 그림 5는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의 수행 차를 기술한다. 

단계 3에서 각 센서 노드는 모든 후보 부모 노드의 MD 

값이 결정이 되면 자신의 MD 값을 계산하여 질의 Q 메

시지를 통해 이웃 노드에게 방송한다. 이 게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가 수행되고 나면 질의 Q에 한 

EDRT가 구성된다.

  그림 6은 그림 4에 이어 어떤 질의 Q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질의 달  EDRT 구성 단계가 수행되는 

를 보여 다. 그림 6(a)는 질의 메시지를 통해 부모 MD 

값  형제 MD 값이 설정된 것을 보여 다. 그림 6(a)

에서 노드 5번을 보면, 후보 부모 노드들 에 가장 작

은 MD 값은 1이기 때문에 자신의 MD 값은 2로 설정을 

해서 방송한다. 그리고 노드 5번의 질의 Q 메시지를 받

은 노드 7번은 MD 값을 3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형제 

노드인 노드 4번과 6번은 노드 5번에 한 MD 값을 질

의 Q 메시지의 md 값인 2에서 1을 뺀 1 값으로 설정한

다. 그림 6(b)는 각 센서 노드가 MD 값에 따라 부모 노

드 는 형제 노드를 선택한 모습을 보여 다.

3.2 EDRT에서의 데이터 수집

  각 센서 노드는 싱크 노드에서 보낸 질의 Q에 만족하

는 데이터를 다시 싱크 노드로 보내야 한다. 이 때 각 

센서 노드는 질의 Q를 할 때 구성된 트리를 따라서 

부모 노드 는 형제 노드로 각 데이터를 보낸다.  싱크 

노드로 데이터가 수집될 때, 각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를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메시지 내에 담아서 보낸다.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해서 데이터 송은 라우  트리의 하단부에서 시작되어 

루트 노드까지 벨별로 수행된다. 각 벨에서는 각 센

서 노드는 두 번의 송 기회를 가진다. 즉, 각 벨별로 

 벨에 존재하는 센서 노드 수의 2배수의 시간을 소

비한다. 싱크 노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센서 노드는 

자신의 부모 노드에 따라서 자신의 송 시간을 단한

다. 먼 , Phase 1에서는 질의 Q에 해 센서 노드가 선

택한 부모 노드의 MD 값이 0이 아닌 센서 노드가 데이

터를 부모 는 형제 노드에게 송하며, Phase 2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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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값 (기본값)

노드 수 (개) 100

통신반경(m) 30

데이터 노드 수 (개) 0 ～ 100 (25)

최  에 지 (J) 2

송수신 에 지소모량(nJ/bit) 50

데이터 크기(byte) 100

Round 10 ～ ∞ (10)

표 1 실험에 사용된 기본 설정

그림 7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데이터 송 순서

질의 선택도 실험

0

200

400

600

800

1000

12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질의 선택도(%)

메
시
지
 전
송
 횟
수
(개
)

QSRT

EDRT

그림 8 질의 선택도에 따른 메시지 송 횟수 실험 결과

송할 데이터를 가진 모든 센서 노드가 부모 노드로만 

송한다. 데이터를 송할 때는 MD 값을 비교하여 더 

작은 MD 값을 가진 센서 노드에게 송하게 되는데, 부

모 노드 간 는 형제 노드 간에 MD 값이 같을 경우에

는 임의로 선택하여 송하며, 부모 노드와 형제 노드의 

MD 값이 같을 경우에는 부모 노드에게 송한다. 그리

고 형제 노드로 데이터를 보낼 경우에는 형제 노드가 먼

 데이터를 보내지 않은 노드에게만 송한다. 이것은 

다른 형제 노드가 부모나 형제 노드로 데이터를 송할 

때, 엿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림 7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같은 벨에서의 센서 

노드 간에 데이터 송 순서를 보여 다. 그림 7에서는 

벨 2의 센서 노드 4, 5, 6번이 있으며, 센서 노드 2, 

5, 6번 노드가 송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Phase 1에

서는 5번 노드가 먼  데이터를 보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부모 노드 MD 값이 0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송

하지 않고 기다리며, 6번 노드는 자신의 송 시간에 

MD 값이 더 작은 5번 노드로 데이터를 송한다. 그리

고 Phase 2에서 5번 노드는 자신의 데이터를 부모 노드 

 MD 값이 더 작은 2번 노드로 데이터를 송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부분 집계  패킷 합병하여 하나의 메시

지로 1번 노드로 보낸다.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C언어로 시뮬 이션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QSRT와 EDRT를 사용하 을 때

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 다.

  실험 환경의 설정은 표 1과 같으며, 센서 네트워크는 

가로 길이 200m, 세로 길이 200m이다. 각 센서 노드들

은  이 센서 네트워크 내에 임의의 치에 배치된다. 두 

라우  트리의 성능 비교 실험을 동일한 센서 네트워크

에서 수행하 다. 실험은 10회를 반복 으로 수행하 으

며, 실험의 결과 값들은 평균값을 사용하 다. 

  두 라우  트리의 성능 비교는 데이터 송 횟수, 라

운드, 각 센서 노드 수명을 사용하 다. 라운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어떤 질의에 각 센서 노드로부터 싱크 노

드까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때 각 센

서 노드들의 송 횟수 합이 한 라운드의 메시지 송 

횟수가 된다. 각 센서 노드는 결과 데이터들에 해 부

분 집계 는 패킷 합병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메시지로 

송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각 센서 노드는 질의 송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메시지 송수신 간에 에 지 소

모가 발생하며, 각 센서 노드의 센싱 에 지  노드 내 

처리 에 지는 무시한다고 가정한다.

4.2 실험 결과 / 성능 평가

  실험은 질의 선택도에 따른 메시지 송 횟수와 네트

워크 수명 내에 데이터 총 송량을 실험하 다.

  먼  질의 선택도에 따른 메시지 송 횟수 실험은 질

의 선택도를 1%부터 100%까지 변화시켜가며 두 라우  

트리의 성능을 비교하 다. 그림 8은 질의 선택도에 메

시지 송 횟수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질의 선택도가 

낮거나 아주 높을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질의 선택도가 낮거나 아주 높을 경우에는 형

제 노드로 메시지의 부분 집계 는 패킷 합병의 수행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선택도 실험의 

결과 그래 는 EDRT가 QSRT에 비해 최고 7% 정도까

지 메시지 송 횟수가 감소된 것을 보여 다.

  네트워크 수명 내에서 데이터 총 송량 실험은 기본 

실험 환경에서 처음부터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이 종료할 

때까지의 싱크 노드로 모이는 데이터양을 두 라우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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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송량 실험

리를 비교하 다. 그림 9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 총 데이

터 송량 실험 결과를 보여 다. 최  3000Round까지

는 수명이 다 된 센서 노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

터 송량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송량에

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주요한 자리의 

센서 노드가 죽게 되면 그 하  노드의 데이터는 싱크 

노드로 송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결과 그래

는 센서 네트워크가 종료 후에 EDRT의 싱크 노드가 

QSRT의 싱크 노드에 비해 3658개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신했다는 것을 보여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질의별로 구성되는 라우  트리인 

EDRT를 제안하 다. EDRT는 질의의 결과가 싱크 노드

로 오는 도  가능한 한 빨리 각 메시지가 부분 집계  

패킷 합병의 기회를 앞당기기 해 부모 노드  형제 

노드에게 메시지를 송함으로서 체 메시지 송 횟수

를 인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 

EDRT의 우수성을 보 다. 한 센서 네트워크 실험 결

과는 QSRT에 비해 EDRT가 메시지 송 횟수가 최  

7%까지 임으로서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을 다 하는 시

에서는 싱크 노드가 수신한 데이터양에서도 3658개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신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라우  트리는 비정상 인 센서 네

트워크에서는 문제가 있다. 를 들면, 무 집된 환경

의 경우, 각 센서 노드가 리해야 하는 부모 노드  

형제 노드가 많을 경우에는 제한된 메모리와 처리 능력

으로 인해 처리 지연  네트워크 부하에 따른 지연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한 센서 네트워크에

서의 센서 작동을 제어하거나, 유사한 데이터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목시켜 확장한다면 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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