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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센서노드의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응용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DV-Hop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센서노드들은 자신의 위치를 미리 설정해 놓은 참조노드로부터 
자신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홉 수를 기반으로 한 계산을 한다. 이때 홉 수는 1로 고정되어 실제적으로 
노드 간의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DV-Hop이 가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홉 수를 기존의 방식과 같이 1로 두지 않고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슈퍼프레임 내에 다중의 신호 세기 비콘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로 인하여 참조노드와 센서노드의 거리 측정 오차를 기존의 DV-Hop보다 
향상 시키고, 결과적으로 최소자승법을 통한 실제 측위 오차가 낮아지는 성능 향상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2.1 DV-Hop 측위 알고리즘[1] 
Range-free 방식 중에 하나인 DV-Hop은 구현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참조노드로 정밀한 위치측정이 

가능한 다중 홉 기반의 측위 알고리즘이다. DV-Hop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노드들은 참조노드로부터 
자신의 거리를 홉 수 기반으로 계산하며 삼각 측량 또는 최소자승법을 통해 각 거리를 기반으로 노드의 
위치 좌표를 구한다. DV-Hop에서는 이웃 노드 및 참조노드간의 거리를 전체 홉 수로 나누어 참조노드와 
센서노드의 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리를 판단할 때 오차가 커지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측위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3. 다중 세기 비콘신호 기반의 DV-Hop 측위 알고리즘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요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참조노드는 자신이 송출하는 신호의 파워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센서노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각 참조노드와 센서노드는 [2]에서 제안한 MAC 프로토콜과 같이 슈퍼프레임 내에 다수의 비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으며,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MAC 프로토콜의 전송 채널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채널과 다른 채널로 
할당하여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알고리즘을 참조노드의 동작과 센서노드의 동작을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3.1 참조노드의 동작 
참조노드는 다중 신호 세기의 비콘신호를 발생하고 각 비콘신호에는 위치정보(PosMessage)를 포함한다. 

위치정보에는 참조노드 자신의 좌표와 번호 및 전송하는 다중 신호 세기를 최대 신호 세기로 나눈 값이 
홉 수로 전달된다. 기존의 DV-Hop에서는 홉의 값이 1로 고정된 것과 차이가 있다. 

                                                           
1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0-0022329) 

그림 1 다중 비콘 신호 슈퍼프레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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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센서노드의 동작 
센서노드의 동작은 다음 그림 2에 표현된 바와 같이 자신의 이웃노드 

또는 참조노드로부터 PosMessage를 수신하고, 중복 수신을 피하기 위한 
과정을 지나 유효한 홉의 값인 hvalid 가 실제 거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유효한 값으로 인식하여 이를 기반으로 센서노드도 다중 신호 세기의 
비콘 신호를 전송 및 전달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한 센서노드는 참조노드 또는 

이웃노드로부터 송신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기존의 1 단위로만 계산되던 
참조노드로 부터의 홉의 수를 거리에 관계한 수로 대응되게 설정하여 
DV-Hop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4. 성능 분석 및 평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80×80m2의 네트워크 평면에 노드의 수를 60~100개로 
변환하여 랜덤 배치하였으며, 정확한 성능 비교를 위해 200번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평균을 내어 성능을 분석한다. 그림 3에서는 
노드이 밀집 분포와 참조노드의 비율에 따른 성능 비교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측위 오차가 
DV-Hop에서의 오차보다 평균 11.57%R 정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다중 신호 전송이 
가능한 센서노드의 비율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40%의 센서노드가 다중 신호 전송이 가능한 경우 
6.723%R의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참조노드만 가능한 경우에도 1.94%R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림 3 참조노드 비율에 따른  
두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그림 4 다중 신호 전송이 가능한  

센서노드의 비율에 따른 성능 분석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V-Hop에서 발생하였던 참조노드와 센서노드의 거리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각 노드들이 자신의 슈퍼프레임 동안 다수의 신호 세기가 다른 비콘 신호를 송출하고 그 비콘 신호에 
서로 다른 홉 값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기존의 DV-Hop보다 향상됨을 보였다. 
앞으로 센서 네트워크 신호의 불규칙한 성질이 DV-Hop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과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와 제안하는 MAC 프로토콜이 네트워크 
생존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D. Niculescu and B. Nath, "DV based positioning in ad hoc networks," Telecommunication Systems, vol. 22, pp. 

267-280, 2003. 
[2] A. Ville, "A Wireless Sensor Network for RF-Based Indoor Localization," EURASIP Journal on Advances in Signal 

Processing, vol. 2008, 2008. 

그림 2 센서노드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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