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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군집형 센서 시스템에서 상황에 따른 경로 변경에 대해 고려한다. 이동형 군집형 

센서 시템은 임무 수행을 위해 무선으로 상호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한 채로 그룹 이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그룹 이동의 경우 경로 변경의 상황에서 싱크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경로 변경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이동 센서 시스템들의 경로 변경을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 고려한다. 

키워드: 이동형 군집형 센서 시스템 (mobile crowd sensor system), 경로 변경 (path alteration), 

싱크 시스템 (si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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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센서 시스템은 그룹을 지어 무선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이동을 할 수 있다[1]-[5]. 이동형 센서 시스템의 경우, 

목적지 지점까지 이동, 임무 수행을 위한 기능, 임무 수행 완료를 

위한 그 다음 목적지로의 이동 등의 이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이동형 그룹 센서 시스템의 목적지에 

대한 이동이다[6]-[9]. 목적지로의 이동 혹은 최종 임무 완료 지점까지

의 이동은 그룹 센서 시스템의 이동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이동 중간에 특정 센서 

시스템 혹은 전체 네트워크의 운용이 어려워지면 임무 수행에 있어 

지연 혹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룹 센서 시스템의 이동은 사전에 

그룹을 운용하는 중심 시스템인 싱크 시스템에 입력되겠지만 이동 

중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요인에 센서 시스템의 대처 능력 

또한 부여해야 한다. 이동 중간에 네트워크 연결의 끊김은 그룹 멤버들

의 네트워크 복원 시까지 혹은 특정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그룹 

조정 문제 등의 여러 고려 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그룹 

센서 시스템의 임무 수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로의 변경 

요인에 대해 고려한다.

II. Mobility Path Alteration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그룹 센서 시스템의 이동 경로에 대해 고려한

다. 이동형 그룹 센서 시스템은 각 센서 시스템들의 자율적 이동성과 

그룹 네트워크 연결 유지, 두 가지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단일 

센서 시스템은 이동 중에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이동 패턴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면 이를 이탈할 시에는 네트워

크 연결 유지를 위한 방식이 동원된다. 단일 센서 시스템의 경로 

이탈은 보고형과 비보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고형은 특정 센서 

시스템이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경로를 변경할 경우 싱크 시스템

에게 경로 변경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 Sensor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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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로 정상적인 물리 경로의 

이탈의 예를 보이고 있다. 선두에 있는 이동 센서 시스템이 육각형 

장애물로 인하여 그룹의 연결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센서 시스템은 싱크 시스템에게 경로 이탈에 대한 

보고를 수행한다.

Fig. 2. Absence without permission

그림 2의 경우 이동 센서 시스템의 무단 이탈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싱크 시스템으로의 비보고형 이탈로 사후 네트워크 재배정이 

요구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그룹 센서 시스템의 경로 변경을 고려하였다. 

경로 변경은 그룹 시스템들의 이동 중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해 네트워

크 연결 유지를 위한 기능이 요구된다. 특정 센서 시스템의 경로 

변경은 그 이탈의 여부에 따라 싱크 시스템의 대응이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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