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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최근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센서 네트.

워크 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센서 간의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

를 취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환경 지리정보 군사 작전 재난 및 재해 방지, . , , ,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센서들은 모두 고유의 센서의 감지 범위 와 센서의 통신 범위(sensing range)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의 특징은 감지성 와 연결성(radio transmission range) . (coverage)

의 문제를 야기한다 감지성은 센서들에 의해 감지 가능한 영역을 의미하며 연결성은 센(connectivity) . ,

서 네트워크의 모든 센서들이 서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센서 네트워크는 감지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직선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센서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본론2.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이동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센서 배치를 위해서 전체 센서 네트워크를. nⅹn 크기의 그리드로 분할한다 센서 네트워크.

에서는 그림 과 같이 센서를 그리드의 교점 위에만 제한적으로 배치한다 은 그리드의 좌표를< 1> . (1,1)

의미하며, s4,5는 그리드의 에 센서가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4,5) .

센서 네트워크에 배치된 센서들의 집합을 라고하며S , |S 는 센서 네트워크에 배치된 센서들의 개수이|

다 그림 의 예에서. < 1> S={s8,3,s4,5,s7,8 이며} , |S 이다|=3 .

이동 물체 감지를 위해서 센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가정한다.

센서들은 모두 동일한 감지 범위와 통신 범위를 가진다1) .

이동 물체는 그리드의 한 점에서 시작하여 방향 중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2) 8 .

그리드와 인접 그리드 간의 거리는 이다3) 1 .

본 논문에서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nⅹn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물체의 최대 허용 이동 거리

k(1<k≤n 가 주어 졌을 때 배치된 센서의 개수) , |S 를 최소화하기 위한 센서의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최대 허용 이동 거리가 인. k-1 k 타일을 구하였다 생성된- . k 타일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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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서 붙임으로서 최대 허용 이동 거리가 (k 인-1) nⅹn 센서 네트워크를 구할 수 있다 그림 는. < 2>

최대 허용 이동거리가 인 센서 네트워크를 타일 이용하여 만든 모습이다5 18×18 6- .

결 론3.

본 논문에서는 nⅹn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물체의 최대 허용 이동 거리 k(1<k≤n 가 주어 졌을 때) ,

배치된 센서의 개수|S 를 최소화하기 위한 센서의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센서의 배치 알고리즘| .

을 위해서 우리는 k 타일이라고 부르는 최대 허용 거리가- (k 인-1) kⅹk 센서 네트워크를 생성 하였으며,

이 k 타일을 연결하여 최대 허용거리가- (k 인-1) nⅹn센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

한 센서 배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약 의 센서만 사용하여 동작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7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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