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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의 제한은 이전의 다른 많은 네트워크 시스템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한

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다.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Network, Mac, Phy 계층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사용자가 

센서 네트워크의 Lifetime을 미리 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까

지 생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리 정해진 Lifetime을 보장하는 노드의 응용 수준에서의 

에너지 소모 모델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서, 첫 번째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응용을 6가지로 구분하고, 응용에서 필요로 

되는 5가지 연산을 정의했다. 두 번째로 이러한 5가지의 연산을 포함하는 에너지 소모 모델을 만들었으

며,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연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노

드가 미리 정해진 시간까지 생존하도록 각각의 노드에서 응용의 에너지 소모 계획을 다시 작성한다. 예를 

들면, 응답주기와 센싱주기의 변경을 통하여 에너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노

드가 정해진 시간까지 생존하도록 보장해 준다.

1. 서  론

  최근 무선 통신 기술과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초

소형의 센서 노드들이 개발되고 있다. 센서 노드들은 다양

한 센싱 작업을 수행하는 센서와, 센싱되어진 데이터를 처

리하기 위한 처리장치(Processing unit)와 센서 노드들 간

의 단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 송수신 장치(Transceiver 

unit), 센서 노드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장치(Power unit)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1]. 센서 네트워크는 이전의 네트워

크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정된 CPU 속

도, 메모리 크기, 파워, 그리고 대역폭 등을 포함한 많은 제

약사항을 가진 분산된 컴퓨팅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들과 구동장치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과 매우 강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이 기존의 네트워크와 

다르다[2].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제약점은 센서 노드들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초소형센서 노

드들이 매우 넓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이들 센서 노드들

은 배터리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따라서 센서 노드로 에

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배터리 재충전과 같은 

방법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현실적으로 현재의 기술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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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센서네트워크분야

에서는 한정된 에너지를 극복하기위한 에너지 절약 기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연구는 최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라우팅 연구, 데이터 취합을 통하여 최소 전력을 소모하도

록 하기위한 클러스터링 연구, 에너지 효율적인 MAC 연구,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보고 주기 연구 등 센서네트워크 시

스템의 모든 레벨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플랫폼은 다수의 센서 노드들이 특별한 네트워크 위상

을 가지는 하나의 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본다. 그리고 전

체적인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단위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최대한 늘

리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센서 네트워

크도 일반적인 제품처럼 내구연한을 가지도록, 생존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 정해진 시간동안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 소

모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이 소모계획은 중앙집중식이 아니

라 개별 노드 자체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이는 전체 네트워

크 시스템에서 추가적인 메시지 발생을 막아 에너지의 낭비

를 줄인다. 다음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

기 위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본 논문의 목적을 성취하기위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만족하는 에너지 소모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

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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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전체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별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방법과 각 계
층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각 계층별로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토콜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효율적인 MAC연구로는 일반적으
로 노드들이 통신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 송/수신 장비들
의 전력을 차단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 하도록 함으로서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높이는 방법들이다[3][4]. 이 
연구들은 다른 계층과의 연계 없이 MAC계층 내에서만 에
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으로는 데이터의 흐름을 분산하여 특정 노
드가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여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라우팅 경로를 찾고,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 경로로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의 예로 MMRE
[5]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여러 노드의 현재 남아 있는 
에너지를 살펴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노드 방향으로 
경로를 선택한다. MTE[6]에서는 다음 노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드는 에너지를 계산하여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라우팅 경로를 이용한다. [7][8]에서는 이 두 가
지 방식을 각각 적용해서는 최적의 라우팅 경로를 결정할 
수 없음을 보이고 이 둘을 혼합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위상을 조정함으로서 네트워크가 관리하는 영역 내
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드만 작동 시키고, 이벤트를 센싱할 
수 있는 영역이 겹치는 노드를 번갈아 가면서 sleep시키거
나 각자의 time table을 바탕으로 sleep/wake를 반복하면서 
작동시간을 최소화한다[9][10].
  크로스 레이어 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먼저 데이터 어그리게이션(Data aggregation)은 주기성과 
유사성을 가지는 취합 혹은 축약을 통한 망 자원 확보, 에
너지 절약, 트래픽 매니지 먼트의 용이성, QoS 처리용이 등
의 이유로 센서 네트워크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1]. 
최근의 Object 탐지와 트래킹에 대한 Dynamic Cluster구조
[12]는 센서 네트워크상에서 이동성을 가진 커다란 범위의 
continuous objects에 대한 boundary 정보로 물체의 움직임
을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조를 제안하고 있
다. LEACH[13] 프로토콜은 자기구성과 제한된 전원 문제
에 있어 유용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일정한 수의 클러스터
를 구성함으로써 자기 구성을 수행한다.

3. 에너지 소모 알고리즘을 위한 기본 전략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체 센서노드들의 에너지가 고르게 
소모하도록 중앙에서 개별 노드들의 에너지 정보를 체크하
여 중앙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센서 네트워
크에 부가적인 메시지 교환을 발생시키거나, 전송량을 증가
시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별 
센서 노드에서 스스로 에너지 소모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드에서 에너지를 소
모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센서 네트워크의 생
존시간(Life-time)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존시간
을 미리 정하게 되면 기존의 에너지 절약 방식처럼 모든 노

드들이 에너지를 공평하게 소모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미 정
해진 시간까지 각자의 개별노드에서 그 시간까지 살아가기 
위한 절약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소모 계획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림 1에서와 같은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에너지를 
소모하는 요인이 노드에서 실행되는 응용의 종류에 따라 다
르다고 보고 응용을 전송주기와 센싱주기에 따라 먼저 구분
하였다. 또한 이 응용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에
너지의 소모가 다른 상태를 여러 개의 연산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이렇게 식별된 연산은 각각의 응용에 따라 소모
되는 에너지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구해
진 각 연산들의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센서 네
트워크의 생존 시간까지 개별 노드들이 생존하게 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센서 네트워크가 
정해진 시간까지 생존함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의 절에서 
이들 응용의 분류와 연산의 식별에 대해서 기술한다.

응용의종류를분류하고이응용들의연산을식별.

통계적방법으로각연산에대한소모에너지를계산.  

전단계의결과를가지고전송과센싱에대한일정을수정.

정해진시간까지노드가생존하는것을보장.

그림 1 에 지 소모 계획을 한 략.

3.1. 정해진 lifetime이 보장되는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응
용 모델
  센서 노드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그림 2의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각 계층별 
에너지 절약의 프로토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이 논문에서는 응용계층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응용계층에서의 접근을 위해서 응용계층에서 수행되는 응용
을 전송 주기와 센싱주기에 따라서 6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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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센서 노드의 응용 계층에서의 에 지 소모에 

한 추상화

  센서 네트워크의 메시지 전송 구조는 크게 단방향과 양방
향으로 볼 수 있는데, 단방향 구조는 중앙의 컨트롤 센터에
서 센서 노드로 어떠한 제어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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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에 초기화된 센싱 주기와 전송주기를 가지고 있
다. 이에 반해 양방향 구조는 중앙의 컨트롤 센터로부터 지
시사항을 받아서 센서 노드들이 처리하는 구조로 볼 수 있
다. 이 센서 노드들이 받는 지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센서 네트워크의 동기화를 위한 메시
지, 클러스터링을 위한 메시지, 라우팅을 위한 메시지 또는 
데이터의 전달을 하기위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수순하
게 센서 노드의 센싱 값을 알기 위한 쿼리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 전자를 명령(command)라면, 후자는 질의(query)
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명령은 반드시 센서 네
트워크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노드에서 임의
로 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반드시 수행할 임무로 본다. 
하지만, 쿼리는 요청하는 중요도와 센서 노드의 현재 에너
지 상태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센서 
노드에서 도착한 쿼리는 응용레벨에서 수행되어지므로 응용 
계층에서는 이 쿼리를 응용으로 본다. 다음은 중앙의 컨트
롤 센터에서 센서 노드로 요청될 수 있는 쿼리(응용)를 전
송(응답)주기와 센싱주기에 따라 나눈 분류이다.
• 전송(응답)주기를 갖는 쿼리(쿼리의 수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메시지 형태 : query (interval=10m, sensor_type = 

temp)
  - 내용 : 10분마다 온도 정보를 노드가 살아있는 동안 

전송하시오.
• 쿼리의 수행 기간을 갖는 쿼리(전송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메시지 형태 : query (time(20070201:20071231), se
nsor_type = all) 

  - 내용 : 모든 센싱 정보를 2007년 2월 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송하시오.

• Event Driven 쿼리(전송 주기를 가질 수 없고 쿼리의 수
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메시지 형태 : query (sensor_type = oxygen, thresh
old=5.0mL/L) 

  - 내용 : 용존 산소가 5.0mL/L이상인 경우만 정보 전송 
하시오.

• 한번만 전송하는 쿼리(쿼리의 전송 주기와 수행시간을 정
할 수 없다.)

  - 메시지 형태 : query(sensor_type = all) 
  - 내용 : 모든 센싱 데이터를 한번만 보내시오.
• 전송 주기와 쿼리의 수행기간을 모두 갖는 쿼리 
  - 메시지 형태 : query (time(20070201:20070630), int

erval=10m, sensor_type = temp)
  - 내용 : 2007년 2월 1일에서 2007년 06월 30일까지 1

0분마다 온도 데이터를 전송하시오.
• 쿼리의 수행 기간을 갖는 Event Driven 쿼리
  - 메시지 형태 : query (time(20070201:20070630),  s

ensor_type = oxygen, threshold=5.0mL/L) 
  - 내용 : 용존 산소가 5.0mL/L이상인 경우만 데이터를 

전송 하시오.
위 분류에서 쿼리의 수행기간은 쿼리를 수신한 노드에서 쿼
리의 생존시간을 의미한다. 즉 언제까지 도착한 쿼리에 대
한 응답을 할 것인가를 말한다. 다음은 이렇게 분류된 응용
들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
명한다.

3.2 응용을 구성하는 연산
  센서 노드에서 응용들이 수행될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 몇 

가지 연산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산들을 정의하고, 노
드가 정해진 Lifetime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연산들을 조절해야 한다. 노드들
이 응용 메시지를 수신해서 응답하기까지의 여러 상태들에 
대해서 그림 3에 표현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응용을 구성하는 연산을 다음의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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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Transmission Success 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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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Pre-

Processing

Pre-processing : 응용(쿼리)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

Post-processing : Sensing한 값의 검증 및 기타연산

Repeat : Sensing과 Transmission이 이 상태구간에서 여러 번 수행될 수 있다.

α : 응용의 특정한 상태로 구분되지 않는 시간상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의 소
모가 발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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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센서 노드에서 응용의 수행에 있어서 시간흐름
에 따라 변화되는 에 지 소모 상태를 연산으로 정의

• Transmission or Response(전송 또는 응답) : 센서 노드
에서 센싱한 결과를 sink node나 control center로 보내
기 위해서 라우팅 경로 상에 있는 이웃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위해서 필요한 연산이다. 이 연산을 수행하는데 
에는 주로 Transmitter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주가 될 
것이며, 응용 계층에서 구해진 메시지를 네트워크 레이어 
및 Mac layer, phy Layer를 거치는데 소용되는 processi
ng 비용은 이 연산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 Reception(수신) : 노드에서 쿼리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
한 수행하는 연산이다. 이 연산의 경우 receiver에서 주로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며, 이것이 receiver에서 윗 단계를 
거쳐 응용계층까지 오는데 들어간 processing의 에너지도  
이 연산을 수행하는데 소모된 에너지로 본다. 이 연산은 
거의 노드에서 control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Sensing(센싱) : 노드에서 센서들을 통해서 외부의 상황
을 센싱하여 데이터로 변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연산이다. 
이 연산에서는 주로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노드로 가
져오는데 주로 에너지가 소모되며, 이후 calibration등의 
processing에서의 에너지 소모도 이 연산에서 소모된 에
너지로 본다.

• Processing : 노드에서 응용의 프로세싱 연산은 응용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 스케쥴링을 위해서 수행되는 알고리
즘의 처리 과정에 필요한 연산이다. 

• Actuation : 노드에서 actuator들을 기동하는데 필요한 연
산이다. 이 연산은 주로 LED 또는 모터를 기동하는데 주
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다음은 응용의 상태 천이 그래프(STG)를 그림4에서 나타
내고, 각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①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쿼리의 종류를 분석하는 P
re-processing 상태로 천이한다.

② 쿼리의 종류에 따른 정보를 가지고 Sensing 상태로 천
이.

③ Sensing 된 결과를 가지고 Post-processing 상태로 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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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re-processing과 Sensing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Eve
nt Driven 쿼리인 경우라면, Event 발생 유무에 따라서 
Transmission상태(⑤)와 Sensing상태(④)로 천이하고, 
결과의  오류여부에 따라서 Sensing상태(④)와 Transm
ission상태(⑤)로 천이 한다.

⑥ 전송실패로 여러 번의 Transmission을 할 수 있다.
⑦ 쿼리의 수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Sensing 상태로 천

이한다.
⑧ 쿼리의 수행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End로 천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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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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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응용의 상태 천이 그래프(STG : Status 
Transition Graph)

그림 4의 상태 천이 그래프에서 Actuation 연산은 포함되어
져 있지 않다. 이유는 대부분의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Actuation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보고 독립적인 
전력 공급 구조를 택한다. 따라서 이 Actuation 연산은 다
른 연산과 연관성을 배제하였다. 다음은 위에서 정의한 연
산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에너지 모델을 정의
한다.
 
3.3 응용의 에너지 모델
에너지 소모 계획 알고리즘은 노드에서 쿼리를 수행할 때, 
노드의 Lifetime을 보장하기 위해서 센서 노드의 현재 에너
지 잔량을 기준으로 쿼리를 수행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계획한다. 따라서 위에서 나눈 6종류의 응용들을 수행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 중에서 조절 가능한 에너지 소모 요소
로 쿼리를 구분
• 전송(응답)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쿼리
 - 전송 주기를 갖는 쿼리, 쿼리의 수행 시간을 갖는 쿼리, 

전송주기와 쿼리의 생존시간을 모두 갖는 쿼리
• 센싱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쿼리
 - Event Driven 쿼리, 쿼리의 수행 시간을 갖는 Event Dr

iven 쿼리

  3.1절에서 정의한 6가지 종류의 응용들에 대하여 에너지
를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은 각각
의 쿼리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전송(응답) 주기를 갖는 쿼리(쿼리의 수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원하는 응답 주기를 맞추기에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면, 

주기를 길게 잡아서 메시지 전송 횟수를 줄인다. 이럴 
경우 proxy node에서 생략된 주기의 응답을 추정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 쿼리의 수행 기간을 갖는 쿼리(전송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이 경우 노드 자체에서의 에너지의 분배를 가장 자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쿼리이다. 따라서 현재 남
은 에너지를 고려해서 메시지 전송 주기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할 수 있다.

• Event Driven 쿼리(전송 주기를 가질 수 없고 쿼리의 수
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이 경우에는 다른 쿼리에 비해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
은 에너지가 소모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낮은 문
턱치 값을 가질 경우 매우 빈번한 전송이 발생해서 많
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쿼리의 경우에
도 한번 전송을 수행한 후 다음 전송까지의 최소한이 t
erm을 두어서 빈번한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한번만 전송하는 쿼리(쿼리의 전송 주기와 수행시간을 정
할 수 없다.)

 -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극히 적어서, 메시지 전송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히 노드 자체에서 
고려할 사항은 없다.

• 전송 주기와 쿼리의 수행기간을 모두 갖는 쿼리 
 -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주기를 맞추기에 에너지가 충

분치 않다면, 주기를 길게 잡아서 메시지 전송 횟수를 
줄인다. 이럴 경우 proxy node에서 중간 term의 센싱 
값을 추정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쿼리의 수행 기간을 갖는 Event Driven 쿼리
 - 이 경우도 Event Driven 쿼리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다

른 쿼리에 비해서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소
모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낮은 문턱치 값을 가질 
경우 매우 빈번한 전송이 발생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쿼리의 경우에도 한번 전송을 
수행한 후 다음 전송까지의 최소한의 term을 두어서 
빈번한 전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절에서 정의한 6가지 종류의 응용들이 3.2절에서 정의
한 다섯 가지의 연산을 통해서 노드의 응용 계층에서 수행
된다. 따라서 응용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는 우선 이러한 연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량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응용들의 에너지 모델을 정의해야 하
며, 이러한 에너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연산으
로 구성되어 질 수 있다. 이 에너지 모델은 각 응용에 따라 
다양한 속성 값을 가질 것이다. 
  에너지 모델은 노드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량을 계산하
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모되는 에너지 
중에서 노드를 정해진 생존시간까지 생존하도록 하기위해서 
노드에서 조절 가능한 에너지 소모 요소의 에너지 값을 구

하는 것이다. 우선 노드에서 에너지의 소모를 시간에 대한 
변화 함수로 보면, 이 에너지 소모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1)

즉, 는 소모된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시간 동안 소모된 
에너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모되는 에너지는 노드의 여
러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데, 이들 상태를 구분

하지 않고 모든 상태에서 소모되는 전체 에너지를  ′
로 생

각한다면, 아래와 같이 수식 (2)로 표현된다.

   ′
(2)   

위 식의  ′
에서, 조절 가능한 에너지 소모 요소의 대상 관

심을 응용에서 소모한 에너지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수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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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

   ′′

 
  



  (3)
 

즉,  (Energy Consumption of Application)는 노드에서 
수행되는 응용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한
다. 한 노드에 여러 개의 응용들이 존재한다면, 수식 (3)처럼 
여려 개의 응용들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위 수식 (3)에서 는 응용의 순환주기에서 정의한 
상태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상태별로 에너지 
소모를 분류할 수 있고, 순환주기에서 개별적인 상태로 정
의되지 않은 부분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로 표기한다면, 다음
처럼 수식 (4)로 표현될 수 있다. 

  ×  × × (4)

수식 (4)에서 는 전송(Transmission)연산에서 소모하는 에

너지를 의미하고, 는 센싱(Sensing)연산에서 소모하는 에

너지를 의미하고, 는 수신(Reception)연산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은 t시간 동안의 전송 회수를 

나타내며, 은 t시간 동안의 센싱(Sensing) 회수를 나타내

며, 는 t시간 동안의 수신 회수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도  ′′
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정확한 상태들

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즉 노드에서 조절 가능한 에너지 
소모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변수를 합쳐서 

로 표현한다. 그리고 전송과 센싱 및 수신 등의 연산은 

셀 수 있는 연산이나 는 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구간 동안에 소모된 에너지로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측정해야 한다. 이 일정한 시간 

구간을  단위시간이라 한다. 따라서  ,  ,  등도 단위

시간동안에 수행된 개별 연산들의 회수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위 수식 (4)에서 -는 응용 순환 주기에서 개
별적인 연산으로 분리될 수 있는 상태들에서 소모된 에너지

의 합으로 보고, 이를  (Energy Consumption of Split 
States in Application)로 표기한다. 그럼 수식 (3)과 (4)는 다
음의 유도과정을 통해서 수식 (5)로 표현된다. 

다음은 응용에 따른 에너지 소모 계획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응용에 따른 에너지 소모 계획 알고리즘

  
  앞 에서 정의한 응용과 응용의 연산을 응용의 에너지 모

델을 통해서 각 연산들의 값들을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하지만, 이들 연산중에서 현재 에너지 소모 계획을 통하
여 조절 가능한 연산은 전송(Transmission)과 센싱(Sensin
g)이 두 가지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수신(Reception)연산은 
응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산이므로 임의로 
수신을 거절하거나 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변경
할 수 있는 성질의 연산이 아니다. 그리고 처리(Processin
g)연산의 경우 다른 모든 연산과 의존관계가 있고, 응용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처리 연산 또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연산이 아니다. 물론 다른 
연산과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처리 연산에 소모되는 에너지
가 다른 연산의 에너지 소모량에 대부분 흡수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또한 구동(Actuation)연산 또한 아직 모든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에 반드시 필요한 연산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이 구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를 분리해서 공
급할 수 도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동 연산 또한 고려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전체 5가지 연산중에서 2개의 

연산(전송, 센싱)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연산은 로 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앞의 에너지 모델을 통해서 전송과 
센싱연산에 소모 되는 단위시간의 에너지를 구하게 된다. 
즉, 앞의 수식 5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6)

따라서 수식 (6)을 풀기위해서는 이미 측정되어서 알고 있

는      등의 값을 제외하고, 와 와 의 값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이 수식은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따라서 서로 동치가 아닌 3개의 식이 필요한데, 만약 
생성된 식이 동치가 되면 새로운 식을 얻기 위하여 측정을 
다시 해야 한다. 즉, 3개의 동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3개의 
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연산에는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의 값이 0이 아니라

는 것이다. 그런데, 응용에서 전송주기와 센싱주기가 서로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수식은 좀 더 단순해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3번의 센싱을 수행한 후 결과를 전송하라
는 응용이 있다면 전송주기와 센싱주기는 서로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에 대한 상대적인 센싱 회수를 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식 (7)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리고    을 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식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고,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된다.

 

    ×   

    

    ×

(7)

만약, 응용이 Event driven의 경우라면, 수식 (6)에서 는 

조절 가능한 값이 아니므로 아래의 수식 (8)처럼 는 

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불 감시와 같은 응용에
서는 산에 불이 났는지에 대한 센싱을 수행하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다. 이 경
우 센싱 주기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전송주기 즉 산불이 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대한 전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센싱에 소모된 단위 에너지에 대한 수식으로 표
현 가능하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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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식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개의 식만 있어도 각각
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센서 노드에서 정
해진 시간까지 살기 위한 에너지의 소모 계획은 매우 간단
하게 작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센서 노드에 남은 에너

지( )와 앞으로 전송할 주기( )와 센싱할 주기

( )에 관한 식을 작성하면 된다. 앞의 7, 8의 식을 통하

여 와 와 의 값들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값들은 측정을 단위 시간( )에 따라 수행을 하였다. 그

러므로 단위 시간당 소요되는 값들이다. 즉, 단위 시간동안 

전송 연산이나 센싱 연산과 관련 없는 에너지를 로 놓고, 

와 는 한번 전송하거나 센싱을 하는데 소요되는 에

너지의 예측 값들이다. 센서 노드가 앞으로 생존해야 할 시

간을 라 하면, 와 에 관한 식은 다음과 같

이 작성된다. 여기에서 는 남은 Lifetime동안에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회수이다. 그리고 는 남은 Lifetime동안

에 최대로 센싱할 수 있는 회수이다.


 

  ÷
× ÷   

   ÷

(9)


 

  ÷
× ÷

   ÷

(10)

  식 9는 센싱주기가 전송주기에 의존적인 연산의 경우에 
필요한 계산이며, 식 10은 센싱주기에 의존적인 연산의 경

우에 필요한 계산이다. 이렇게 구해진 와 은 앞

으로 남은 생존시간동안 몇 분 또는 몇 초 마다 전송을 할
지와 센싱을 할 것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남은 생존 시간
을 보장하는 새로운 전송 주기와 센싱 주기가 작성되었다. 

위 수식 9와 10에서 의 단위와 이 같은 값이라

면 아래와 같이 수식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

   ÷

(11)


 

  × ÷

   ÷

(12)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생존 시간이 정해진 
센서 네트워크를 가정하여, 중앙 집중식의 에너지 소모 계
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메시지 발생을 막음으로서 
매우 제한된 에너지를 갖는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
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 수준
에서의 에너지 소모 계획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센서 노드의 응용 계층에서 응용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응
용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연산들을 정의하였으며, 응용의 
에너지 모델을 제안하여 각 응용의 연산에서 소모되는 에너
지들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
로 전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에너지 소모 계획 
알고리즘은 정해진 시간까지 센서 노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센서 네트워크가 정해진 생존 시간까지 

존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가 환경감시, 재
해예방, 의료, 교통, 국방 등 매우 많은 응용영역에서 사용
될 센서 네트워크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의 신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NS-2와 같은 네트
워크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험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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