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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싱크에 대한 앵커리지 시스템 지정 방안을 고려한다. 동기식 

이동 방식의 경우 싱크 시스템의 진입 지점이 노출되어 정보 제공에 대한 주기가 결정될 수 있지만, 비동기

식의 경우 이동 싱크 시스템의 진입 지점이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싱크 시스템에 의한 정적 지정방식을 고려하여, 앵커리지 시스템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키워드: 비동기 센서 시스템 (asynchronous sensor system), 앵커리지 시스템 (anchorage system), 

싱크 시스템 (si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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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분할된 지역을 이동하는 싱크 시스템의 경우 동기식 이동 방식과 

비동기식 이동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1]-[3]. 동기식 이동방식의 

경우 싱크 시스템이 분할 지역을 지정된 방식에 따라 방문하며 정보를 

수집한다[4]-[8]. 이와는 달리 비동기식의 경우 싱크 시스템이 분할 

지역을 방문하는 형식이 지정되지 않아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기능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다[9][10]. 비동기식 이동 방식의 경우 이동 

싱크의 방문은 즉각적이며 정보 수집에 대한 것도 동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동기식 방식보다 운영의 주기를 관리할 수 없지만 

동기식 방식이 실패하였을 경우 네트워크에 가중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할된 센서 지역에서 이동 싱크에 대한 

비동기식 방문을 고려한다. 또한 이동 싱크의 진입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동 싱크 시스템의 진입이 지점이 

방문 시마다 달라진다면 네트워크 운영에 따라 앵커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I. Static anchorage system

분할된 센서 네트워크 지역에서 이동 싱크 시스템은 환경에 따라 

비동기식으로 방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시스템이 분할 

지역에 비동기식으로 방문할 경우, 앵커 시스템 지정에 대해 고려한다. 

이동 싱크 시스템은 네트워크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진입 지점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앵커 시스템이 사전에 지정된다면 싱크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비동기식 

방식의 경우 앵커 시스템은 진입한 이동 싱크 시스템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싱크 시스템의 진입 시 이동 싱크 

시스템에 의해 정적 지정 방안에 대해 고려한다. 

Fig. 1. Mobile sink systems

그림 1은 분할 네트워크 지역에서 이동 싱크 시스템의 진입 시 

앵커 시스템의 지정을 보이고 있다. 이동 싱크 시스템은 진입 지점에서 

이웃 센서 시스템들의 정보를 받는다. 싱크 시스템은 수신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 앵커 시스템을 지정한다. 그리고 특정 센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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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에 대한 앵커 시스템으로 지정한다. 후보로 지정된 다른 센서 

시스템은 싱크의 시스템의 다음 방문에서 자동적으로 앵커 시스템이 

된다. 만일 싱크 시스템이 진입할 경우 앵커 시스템을 위한 후보 

시스템이 없을 경우 후보 시스템을 재지정하게 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분할된 센서 네트워크 지역을 방문하는 이동 싱크 

시스템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동 싱크 시스템의 진입이 비동기

식일 경우 진입 지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정된 앵커 

시스템의 운영은 정보 수집을 위한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싱크 시스템의 진입 지점과 떨어져 있을 경우 

네트워크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동 싱크 시스템이 진입 

시에 앵커 시스템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후보 시스템을 통한 앵커 시스템을 결정하는 정적 지정 방식에 

대해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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