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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응용에 있어 센서 노드의 지리학적 위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거리(Range-Free) 기
반 위치 측정 기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비 균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위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밀집 확률 기반
의 위치 측정 기법이 제안되었다. 밀집 확률 기반의 위치 측정 기법에서 추정 거리 산출 시 노드 통신 반경 내 1-홉 거리는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데 이는 반경 내 가까운 이웃 노드와 먼 이웃 노드가 있어도 모두 같은 거리로 추정하기 때문에 위치 측정 시 오
차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노드마다 거리 추정 후 센싱 반경을 조절하여 2차 지
역 거리 평가를 통해 센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측위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Ⅰ.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저 전력으로 동작하는 센서 노드
들로 구성하여 주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
터를 통해 사용자는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등의 응용
에 맞게 이용한다. 이벤트가 발생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
하는 센서 노드의 위치는 사용자 응용에 있어 필수적인 사
항이다. 센서 노드의 특성상 정확한 위치를 요구하지는 않
지만, 위치 오차가 적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뢰도 높은 
활용이 가능하다[1].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위치 측정 기법은 
비-거리 기반 위치 측정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2]. [4]는 기존 위치 측정 연구[3]가 비 균일 네트워크 환
경에서 위치 정확도가 저하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밀
집 확률 모델링을 적용한 Density Probability(DP) 위치 
측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밀집 확률 모델링을 통해 
기존 연구[3] 보다 정확한 거리 추정을 하여 위치 정확도
를 향상시켰지만, 거리 추정 과정에서 1-홉 이웃의 평가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는 추정 값을 가지므로 추가적으로 
지역마다 다른 이웃 노드 별 거리 평가 단계를 수행한다면 
더 정확한 위치 측정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기존 위치 추정 기법에서 노드마다 1-홉 거리를 산
출한 후, 노드의 통신 반경 기반의 지역 거리 평가를 통해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 (생명, 첨단, 수출, 식품, 수산)기술개

발사업의 지원과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의 결과임. (No. 

2009-0089128)

Ⅱ. 제안하는 지역 거리 평가 기반 위치 측정

  일반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환경은 노드 배포 특성상 지
역마다 밀집도가 다른 비 균일 네트워크 형태를 띠고 있
다. 제안하는 위치 측정 기법은 지역마다 센서 노드의 밀
도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거리 평가를 수행한
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초기 자신의 절대 좌
표를 알고 있는 앵커 노드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네트워크
에 브로드캐스트하고, 이 후 수신 받은 모든 노드는 앵커 
및 이웃 노드 정보, 누적 홉 수를 저장하는 초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비 균일 네트워크에서의 이웃 노드 수는 지역마다 다른 
편차를 갖지만, 전체 네트워크의 밀도 평균은 균일 네트워
크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평균 밀도는 정규 분포 
확률을 토대로 정규 분포표의 평균이 0인 지점으로 수렴하
며 이를 표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규 분포 모델의 중심으
로 수렴한다는 중심 극한 정리[5]에 적용하면 각 노드가 
밀도에 따라 갖는 1-홉 거리를 식(1)과 같이 산출하는 것
이 가능하다. 

  dEst(k)는 1-홉 거리를 추정하는 노드의 ID, r은 센서 
노드의 통신 반경이고, n은 자신의 이웃 노드 수이다. 하
지만 기존 연구[4]에서 식 (1)만을 활용하여 1-홉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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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4]에서는 확률 이론에 따라 추정 거리를 산출 한 후 그
림 1과 같이 추정 노드는 경로 상 2-홉 거리에 있는 노드
의 추정 거리는 실제 8m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통신 반경 
안에 있는 이웃 노드이므로 1-홉 거리이지만 1번 노드와 2
번 노드가 동일한 추정 거리인 5m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1차 추정 
거리 이 후, 각 노드들은 지역 거리 평가 기반 2차 추정 거
리를 연산한다. 

▶▶ 그림 1. 오류가 발생하는 이웃 노드 추정

  2차 추정 거리는 초기 1차 추정 거리를 통해 나온 각 노
드들의 1-홉 거리를 기준으로 자신의 통신 반경을 1차 추
정 거리로 줄여 전파를 하게 된다. 그림 1과 같이 추정 노
드는 1번 노드의 경우 5m의 추정 거리 값을 갖고, 2번 노
드의 경우 같은 1-홉 거리이지만 1번 노드의 거리와는 달
리 1번 노드의 추정 거리에 1번 노드와 2번 노드 반경 내 
식 (1)을 재적용하여 2번 노드의 추정 거리를 5m가 아닌 
8m의 거리로 수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4]와 달리 노드
의 1차 추정 거리에 따라 추정 노드의 1-홉 거리는 두 가
지의 추정 거리를 가지며, 2차 거리 추정을 통해 모든 노
드들은 1차 추정 거리보다 더욱 정확한 추정 거리를 갖는
다. 
  앵커 노드의 직선거리와 추정한 누적 거리를 통해 최종
적으로 거리 오차를 식 (2)과 같이 보정하게 되고 각 노드
별 위치는 식 (3)을 통해 측정한다. 

Ⅲ. 성능 평가

  제안하는 기법은 대표적인 위치 측정 기법인 
DV-HOP[3]과 DP 기법[4]을 비교 평가 하였다. 성능 평
가를 위한 환경 변수로써, 센서 노드의 수는 300개, 앵커 
노드의 개수는 4개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
며, 식(4)를 통해 실제 위치와 측정 위치의 오차 값을 산출
하였다.

  그림 2는 센서 노드의 통신 반경을 초기 25m-50m로 
점차 증가시키며 센서 노드의 실제 위치와 측정 위치의 평
균 오차 값을 산출한 그래프이다. 그림 2에서 DV-HOP은 
모든 노드의 1-홉 거리를 동일한 평균값으로 측정하기 때
문에 위치 오차율이 61%의 낮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제안
하는 기법은 기존 DP기법에 비해 평균 7%의 위치 정확도
가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존 DP기법보다 제안하는 기법이 
밀집 확률 거리 추정 이후 1-홉 안에 있는 이웃의 추정 오
차를 통신 반경을 조절하여 보정하였으므로 더욱 향상된 
위치 정확도를 보인다.  

▶▶ 그림 2. 통신 반경에 따른 위치 측정 오차율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비 균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존 기법의 
거리 평가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거리 평가 기반의 
위치 측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지역 거리 평가 
기법은 센서 노드 반경 내 이웃 노드의 거리에 따라 지역
별 거리 평가 과정을 수행하여 1-홉 거리를 산출하는 기법
이다. 성능 평가 결과, DV-HOP 기법에 비해 평균 37%, 
DP 기법에 비해 평균 7% 위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하는 기법에서의 네트워크 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지하여 위치 추정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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