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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무선 센서 망은 이벤트, 소스, 에이 트 그리고 싱크로 구성된다. 이벤트는 무선 센서 망

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체이다. 소스는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벤트의 정보를 구

하는 에이 트에게 데이터를 달하는 역할이다. 에이 트는 싱크에서 가까운 한 노드로서, 싱크의 요구

사항을 무선 센서 망에 알리고, 획득한 데이터를 싱크에게 달한다. 싱크는 사용자라고도 하며, 무선 

센서 망에서 원하는 정보를 구하기 해 지시하고 받는다. 일반 으로 데이터 송은 다음과 같이 이루

어진다. 싱크는 원하는 정보를 에이 트를 통해 쿼리 패킷(Query-packet)을 무선 센서 망에 러딩한다. 

원하는 정보를 가진 이벤트를 감지한 소스는 쿼리 패킷을 보낸 에이 트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에이

트는 싱크에게 데이터를 달한다. 

  이런 연구는 사람이 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투 지역이나 자연재해지역에서 응용한다. 를 

들어, 투 지역에서 어디에 군의 탱크가 있는지에 한 정보를 찾는다. 이때 군인인 싱크와 탱크인 

이벤트는 이동하므로 이동성을 지원해야 한다. 실제 으로, 센서 노드들을 응용에 용시켰을 때, 이동

하는 이벤트 는 싱크를 찾고 데이터를 송하기 해 라우 이 진행되면서 에 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왜냐면, 각각의 센서 노드들은 한정된 에 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센서 노드들의 

에 지 소비를 이기 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는 치정보를 알 수 있는 알고리즘으

로 이벤트와 싱크의 치정보를 알아야 한다.

  치정보를 알기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싱크가 자신의 치 정보를 무선 센서 망에 뿌려 치 정

보 러딩을 하는 sink-initiated방법이 있다[1]. 그리고, 이벤트가 자신의 치 정보를 무선 센서 망에 

뿌려 치 정보를 러딩하는 source-initiated 방법이 있다[2]. 그러나, 이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싱크와 이벤트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치 정보를 무선 센서 망 체에 러

딩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러딩한 치 정보가 실제 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노

드 이외에 불필요한 센서 노드들까지 달된다. 이런 문제 들은 에 지가 한정된 센서 노드들에게 매

우 비효율 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송지연도 래한다. 그것은 망 수명을 게 하는 주요 요

인이 된다. 따라서, 무선 센서 망에서 불필요한 러딩 문제를 해결하여 에 지를 약하는 방법을 연구

해야 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소수의 싱크들과 소수의 이벤트들 사이에 데이터를 효율 으로 달하여 에 지 

소비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는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로토콜은 에이 트들과 소스들의 치 

정보를 리하는 치 정보 매니 인 로커(Broker)를 이용한다. 로커는 주기 으로 갱신된 에이 트

와 소스의 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로커는 요청된 치 정보를 에이 트 는 소스에게 제공하여 

그들 사이에 데이터를 직  송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센서 노드들의 송지연을 이고 에

지 소비를 약하여 망 수명을 연장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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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소수- -소수의 이벤트와 싱크 간에 에 지를 효율 으로 통신하기 한 

로토콜로서 이벤트와 싱크의 치 정보를 리하는 로커를 이용하여 망의 수명이 연장됨을 알았다. 

한, 실험을 통해 에 지 효율과 지연시간이 기존 연구된 로토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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