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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구현을 위한 기반 네트워크로 초경

량, 저전력의 많은 센서들로 구성된 무선 네트워크이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수

많은 센서 노드(Sensor Node)들이 필드(Field)의 지리적, 환경적 변화를 감지하여 싱크 노드

(Sink Node)로 그 정보를 전달한 후 센서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다. 센서 네트워크는 각 센서 노드들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력과 컴퓨

팅 능력 그리고 메모리에 제한이 있다. 또한 구성하는 센서의 수가 많고 필드에 센서들이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센서 간에 토폴로지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빈번한 센서 노드들의 

추가와 제거에 의해 센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쉽게 변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러한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신뢰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

다. 

센서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주로 네트워크 생존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노드에서 감지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신뢰성있는 데이터 전송 알고리즘 중 다중경로를 이

용한 ReInForM(Reliable Information Forwarding using Multiple paths in sensor networks)과 

중간 싱크 노드 및 소스 노드를 이용한 ReTrust(Reliable transmission using intermediate 

source nodes in sensor networks)를 비교분석 한다.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 사이의 홉 수가 적을 경우 ReInForM 알고리즘의 오버헤드가 더 

적지만, 홉 수가 많아지고 채널 에러율이 높아질 경우 ReTrust 알고리즘이 패킷 오버헤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은 패킷이 충돌할 확률을 낮추고 

전체 네트워크의 소모되는 전력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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