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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이동 환경에서 군집형 센서 시스템의 영역 지정 방식에 대해 고려한다. 이동 기능을 

보유한 다수의 군집형 센서 시스템들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 이동 경로 상에서 센서 시스템들의 이동 영역을 

설정한다. 이동 영역의 설정을 위해 센서 세스템들의 영역 지정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 센서 시스템들은 이동 지점을 통해 경로를 따라 이동을 수행한다.

키워드: 군집형 센서 시스템 (crowd sensor system), 영역 지정 (area assignment),

이동 경로 (mobile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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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특정 정보 수집을 위하여 센서 시스템에 이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

[1]-[4]. 이 경우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다수의 센서 시스템이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동상의 경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역 유지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5]-[10]. 이동 시스템들은 상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이동 경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집형 센서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이동성 기능을 보유함으로 단일의 

작은 센서 시스템이 아닌 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센서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이동 영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 기능을 가지는 센서 시스템들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상의 

경로에서 센서 시스템의 영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이동성을 

가지는 센서 시스템들의 이동 영역 설정은 경로 상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지정된 지점까지 이동 기능을 지원한

다.

II. Mobile area assignment

본 논문에서는 이동 경로 상에서 센서 시스템의 이동 영역 설정에 

대해 고려한다. 그림 1은 이동 경로 상에서 센서 시스템들의 무선 

네트워크 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S를 센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장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각 센서 시스템들은 이동 중에 다른 경로와

의 무선통신 강도를 측정하여 네트워크가 중지되지 않도록 임계치 

강도를 유지한다. 센서 시스템 S는 주기적으로 참여 시스템의 생존을 

확인한다. 센서 시스템 S는 참여 시스템의 운영 테이블을 보유하며 

시스템들 상태 정보를 기록한다. 시스템들의 상태 정보에는 시스템의 

id, 배터리 정보, 이동 경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센서 

시스템의 이동 영역을 지정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Fig. 1. Mobile senso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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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bile Area

본 논문에서는 이동 센서 시스템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다. 무선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센서 시스템들은 송수신 

이웃 시스템의 테이블을 운영한다. 따라서 이웃의 단일 시스템의 

경우 이동 영역이 재배치될 수 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군집형 이동 센서 시스템의 이동 경로에 대한 영역 

설정을 고려하였다. 이동성을 가진 무선 센서 시스템의 경우 이동 

활동에 따른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불안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 

상에서 센서 시스템들 간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센서 시스템의 이동에 대한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무선 센서 

시스템의 연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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