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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링크의 링크 품질(link quality)

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노드 사이의 링크 품질은 해당 링크를 포함하는 모든 경로의 품질에 영

향을 준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로 수립 과정에서 링크의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시간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신 칩에서

제공하는 LQI(Link Quality Indication)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를 동시에 활용하여 각 링크의 링크 품질

을 평가할 수 있는 HLQM(Hybrid Link Quality Metric)을 제안한다. HLQM을 사용하여 링크 품질을 평가하면, 다수의 패킷

전송과정을 거친 후 얻어진 결과를 링크 품질 평가에 다시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가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

어가기까지 많은 set-up time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과 LQI 또는 RSSI를 각 각 사용하는 방법들이 가지는 문제점도 개선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링크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제 다수의 메

시지 전송에서 얻어진 PDR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결과에서 HLQM을 사용하면 다른 메트릭을 사용하여 얻어

진 결과에 비해 정확도, 재현율 및 일치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Link quality assessment is a crucial part of sensor network formation to stably operate large-scale wireless sensor

networks (WSNs). A stability of path consisting of several nodes strongly depends on all link quality between pair of

consecutive nodes.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assess the link quality on the stage of building a routing path. In this

paper, we present a link quality assessment method, Hybrid Link Quality Metric (HQLM), which uses both of LQI and

RSSI from RF chip of sensor nodes to minimize set-up time and energy consumption for network formation. The HQLM

not only reduces the time and energy consumption, but also provides complementary cooperation of LQI and RSSI.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we measure PDR (Packet Delivery Rate) by

exchanging multiple messages and then, compare PDR to the result of HQLM for evaluation. From the research being

carried out, we can conclude that the HQLM performs better than either LQI- or RSSI-based metric in terms of recall,

precision, and matching on link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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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센서네트워크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

라 전장감시, 환경모니터링, 산업플랜트 모니터링 등과

같이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응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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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무선센서네트워크는 전원

공급이 제한되고 낮은 통신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규

모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전원공급 및 통신능력

의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네트워

크를 구성하고 발생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프

로토콜을 결정할 때에는 유지비용과 성능 사이에 항상

trade-off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IEEE 802.15.4는 현재까지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대

부분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물리계층과 MAC

(Medium Access Control) 부계층(sub-layer)을 정의한

다[1]. 이 규약은 낮은 가격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저

전력과 낮은 데이터 전송률의 특성을 가지는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또한 이 규

약은 네트워크 계층 이상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ZigBee와 같은 상용 프로토콜들에서는 IEEE802.15.4를

하부 구조로 사용하고 네트워크 계층 이상을 별도의 프

로토콜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2].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링크의 링크 품

질(link quality)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노드사이의 링크 품질은 해당 링크를 포

함하는 모든 경로의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로 수립 과정에서 링크의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센서노드의 배치, 안테나

의 방향, 주변의 장애물, 다른 무선기기의 간섭 및 온도

와 같은 환경요인 등이 링크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

다
[3]
. 이와 같이 저하된 링크의 품질은 해당 링크를 경

유하는 데이터 전송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링크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기본

적인 방법은 두 노드 사이에서 다수의 패킷을 교환하

고 성공적으로 송∙수신된 패킷의 비율인 PDR(Packet

Delivery Rate)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링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지만, 교환되는 메시지의 수에 따라 얻어지는

링크 품질의 평가 결과의 정확도가 차이를 보이게 된

다. 따라서 보다 좋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

의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메시지 교

환은 링크 품질 평가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추가적 에

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두 방

법들은 IEEE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칩에서 제

공하는 LQI(Link Quality Indication)와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을 이용한다. 이러한 LQI

또는 RSSI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패킷이 수신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므로 다수의 패킷 교환 없이 링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LQI는 패

킷을 수신할 때 최초 8 symbols (4바이트)의 평균 상

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주로 통신 채널 상의

전파방해 및 다중경로에 영향을 받는다. LQI를 사용하

여 링크의 품질을 평가한 방법은 패킷의 수신 순간만

의 채널 상황을 반영하고,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RSSI는 일반적으로 두 노드사이

의 통신 거리와 관계를 가지며 수신된 패킷의 신호 강

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RSSI는 수신칩의 최대 수신 감

도 주변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시간 및 에너지 소비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통신 칩에서 제공하는 LQI와 RSSI를

동시에 활용하여 각 링크의 링크 품질을 평가할 수 있

는 HLQM(Hybrid Link Quality Metric)을 제안하였다.

HLQM을 사용하여 링크 품질을 평가하면, 다수의 패킷

전송과정을 거친 후 얻어진 결과를 링크 품질 평가에

이용하는 기존의 방법들이 가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set-up time과 비용이 소요

되는 문제점과 LQI 또는 RSSI를 각 각 사용하는 방법

들이 가지는 문제점도 개선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링크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Ⅱ. 관련 연구

점차 활용 분야가 넓어지는 무선센서네트워크 시스

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하여 통신의 링크 품질을 활용

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

다. 또한 링크의 품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 할 수 있

는 방법이 다수 제안되었다.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링

크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들과 링크의 품질에 기반을

둔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대표적인 기존 연구들과 문

제점은 다음과 같다.

Polastre et al[4]은 ChipCon사의 CC2420 기반의

Telos mote를 활용하여 평균적으로 계산된 LQI가

RSSI보다 링크의 품질을 잘 대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Lei Tang et al[5]은 금속 성분이 많이 산재

한 공장 환경에서의 IEEE 802.15.4기반 무선통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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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링크 품질의 특성을 LQI와 RSSI를 활용하여 평가하

는 연구를 진행했다. K. Srinivasan et al[6]은 ChipCon

사의 CC2420기반의 MicaZ를 활용하여 다른 연구들에

서 링크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낮게 평가되었던 RSSI와

PRR(Packet Reception Rate)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적은 에너지 소비를 통한 링크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RSSI 값은

주변 환경에 의한 간섭 및 다중 경로와 같은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A.

Woo et al
[7]
의 연구에서는 링크 품질 임계값의 최단 경

로 메트릭은 홉 카운트 등을 사용하여 최단거리 경로

SP(t)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임계값(threshold) t를

사용하여 임계값 이하의 경로를 배제시켜 구성하는 방

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나쁜 품질의 링크 사용

을 회피할 수 있지만 경로의 품질을 구별해 주지는 못

하는 단점이 있다. M. D. Yarvis et al
[8]
의 저 전력 무

선네트워크를 위한 링크 품질 기반 라우팅과 관련된 초

기의 연구에서는 DSDV(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9]
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링크의 품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PDR을 사용하였다. 평

균 PDR 값을 대수 변환을 통하여 링크 비용(link cost)

으로 변환되며 정수역(integer domain)으로 정규화 된

다. 경로 비용(path cost)은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 비용

의 합으로 계산되어진다. 링크 비용의 합을 계산하는

것은 각 링크에서 패킷의 전달률을 나타내는 PDR의 곱

셈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라우팅 메트릭

(routing metric)은 PDR을 최대화 하는 방식을 갖는다.

ETX(Expected Transmission Count)
[10]
는 IEEE802.11

과 같은 고속 무선 메쉬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홉 카운트 메트릭(hop count metric)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진 방법이다. ETX는 링크를 통하여 전송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패킷의 수를 예측한다. 이 메트릭

은 패킷 송․수신 과정에서 패킷 전송 에러 확률만 계

산하면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왔다. 전체 경로의

비용은 경로에 있는 각 링크의 ETX 값의 합으로 계산

되어진다. 링크의 ETX 메트릭을 계산하기위하여 일반

적으로 노드는 주기적으로 broadcast probe message를

주변의 노드에 전송하고, 정의된 시간동안 도착하는 답

신의 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HELLO 메시지를 이용하여 구현되므로 저 전력 환경에

서 주기적인 control message의 전송은 크게 부담이 되

어 조기에 배터리 방전을 유발할 수 있다. K.Kim et

al
[11]
는 경로를 구성하는 링크들에서 특정 임계값 이하

의 LQI를 가지는 나쁜 링크의 수 WL(Weak Link)을

가장 적게 가지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경로를 구성하는 WL의 수와 홉 카운트

HC(Hop Count)의 쌍을 (WL, HC)로 파악하고, 파악된

경로의 링크 비용 배열을 사전순서로 정렬한다. 이러한

방법의 정렬은 WL이 낮은 링크를 선택하고 같은 WL

을 가지는 경로에 대하여 HC가 가장 낮은 경로를 선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좋은 품질로 구성된 경로의

품질을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AX-LQI 방식은 가장 낮은 LQI가 가장 높은 링크를

가지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B.Chen et al
[12]
에 의

해 제안되었다. 이 메트릭은 route discovery procedure

과정에서 control message의 LQI 값을 사용하여 구현

되고 있다. MAX-LQI는 가장 나쁜 경로의 경우를 고려

하기 때문에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또한 B.Chen

et al[12]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경로에 대하여 가장

높은 PDR을 가지는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인 PATH-

DR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홉 카운트와 무관

하게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홉 카운트와 관련된 무선통

신 오버헤드를 고려하지 않았다.

Ⅲ. LQI 와 RSSI를 기반한 HLQM

3.1 LQI와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링크 품질의 특징

링크 품질에 기반한 라우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링크 품질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많

은 연구에서는 PDR을 이용하여 링크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PDR은 전체 송신한 패킷의 개수와

수신한 패킷의 개수에 대한 비율로서 100개의 패킷을

송신하고 97개의 패킷을 올바르게 수신하였다면 PDR

은 97%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EEE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칩에서 제공하는

LQI와 RSSI를 활용하여 링크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LQI와 RSSI는 통신 칩에서 제공하며, LQI는

패킷을 수신할 때 최초 8 symbols (4바이트)의 평균 상

관계수(correlation) 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주로 통신

채널 상의 전파방해 및 다중경로와 관련이 있다. RSSI

는 일반적으로 통신거리와 관계를 가지며 수신된 패킷

의 신호 강도를 나타낸다. 그림 1은 LQI와 RSSI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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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QI와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링크 품질의 특

징

Fig. 1. Link quality characteristics as LQI and RSSI

values.

변화에 따른 링크 품질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①에 해당하는 영역은 좋은 LQI와 RSSI

값을 가지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짧은 통신거리와 깨끗한 통신 채널환경을 나타내어 경

로 설정 시 가장 좋은 링크로 구분된다. ④에 해당하는

영역은 LQI와 RSSI 값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모두 나쁜

평가 값을 가진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링크는 경로 설

정 시 회피해야 하는 링크이다. ②의 영역은 좋은 LQI

값을 가지는 반면에 낮은 RSSI 값을 가지는 영역으로

낮은 RSSI 값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적 노드의 배치

또는 노드의 위치 이동이 필요한 영역이다. ③의 영역

은 높은 RSSI와 낮은 LQI를 가지는 영역으로 채널 환

경에 따라 사용 통신 채널의 변경이 필요한 영역이다.

3.2 LQI 및 RSSI와 PDR의 연관관계 분석  

LQI와 RSSI의 값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LQI와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PDR의 연관관

계를 실험에 의해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노드는 그림 2와 같은 TI사의 MSP430-f2618 MCU와

IEEE802.15.4 호환 2.4GHz 대역의 CC2520을 사용하였

다. CC2520는 최대 수신 감도 -98 dBm의 특성을 보인

다
[13]
. 실험에 사용한 출력 파워는 0dBm을 사용하였다.

송신측 노드는 20 바이트의 길이 패킷을 100번 송신하

며 수신측 노드에서 전송된 패킷의 정보를 바탕으로

RSSI, LQI 및 PDR을 계산하였다. 실험은 송수신 거리

변화 및 Bluetooth와 무선랜을 이용하여 전송 환경을

변화시키며 130회 실행되어 총 13,000의 송수신에 대한

(a) 송신측 노드 (b) 수신측 노드

그림 2. CC2520기반의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

Fig. 2. CC2520 based WSN nodes.

그림 3. LQI값의 변화에 따른 PDR 값

Fig. 3. Relationship between LQI and PDR.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실험에서 얻어진 LQI 값의 변화에 따른

PDR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한 결과 LQI

값의 변화에 따른 PDR 값의 변화는 선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QI 값의 변화에 대하여 PDR

값의 변화가 선형적 상호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LQI 값

의 변화 범위 내에서 고정된 변화율로 PDR 값이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C2520의

경우에 칩 규격에서 제공하는 최소 LQI값은 50이며 최

대 LQI값은 110이다
[13]
. 따라서 이 구간에서 LQI 값이

증가하면 PDR 값도 고정된 변화율로 증가될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림 4는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얻어진 RSSI 값의 변

화에 따른 PDR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실험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PDR 값의 변화는 지수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SSI 값의 변화에 대하여 PDR 값의 변화가

지수적 상호관계를 가지므로 그림 4에서 CC2520의 수신

감도 경계인 -98dBm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수신 감도 경계인 -98dBm 보다 신호 감도가 낮

은 구간에서는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PDR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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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PDR 값

Fig. 4. Relationship between RSSI and PDR.

는 상대적으로 변화율이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하이브리드 링크 품질 메트릭 HLQM 정의

본 연구에서는 LQI와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링크 품질

의특징을파악하고, LQI와 RSSI 값과 PDR 값의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LQI 와 RSSI 값을 동시에

활용할수잇는하이브리드링크품질메트릭HLQM(Hybrid

Link Quality Metric)을식 (1)과 같이 정의하였다.

   ××

  
  
    for 
    for 
    for 
    for 

(1)

식(1)은 측정된 LQI 및 RSSI 값을 이용하여 PDR을

구하는 변환함수 와 의 가중평균(weighted

mean)을 사용하여 PDR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식(1)에서 LQI에 대한 변환함수는 그림 3과 같

이 측정된 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선형 회기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면, 측정 LQI값 에 대한

PDR값 를 추정하는   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변환함수는 각 통신칩

규격에서 제공하는 최대 LQI값과 최소 LQI값을 이용하

여 근사화하여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CC2520의 경우 칩 규격에서 제공

하는 MAX_LQI값은 110이며 MIN_LQI값은 50이다
[13]
.

그림 5. 실험 측정 결과와 LQI 변환함수의 관계

Fig. 5. Relationship between experimental result and

LQI transformation function.

그림 6. 실험 측정 결과와 RSSI 변환함수의 관계

Fig. 6. Relationship between experimental result and

RSSI transformation function.

따라서 위의 식(2)는 측정된 50에서 110사이의 LQI 값

은 0에서 100 사이의 PDR 값으로 변환한다.

식(1)에서 사용된 RSSI의 변환 함수는 그림 4의

측정된 결과에서 RSSI와 PDR 값 사이에 지수적 상호관

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측정 허용 RSSI 값 -110dBm

와 -30 dBm 사이의 신호강도 감쇠율을 반영하여 식(3)과

같은 지수변환함수(exponential transformation function)

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식(3)은 측정된 RSSI 값을 0에서

100사이의 PDR 값으로 변환한다.

  



× 

 × 
(3)

그림 6에서는 측정된 RSSI 값에 대하여 식(3)에서

상수 c의 값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변환

함수를 도출하여 적합화하여 보았다. 변환함수 의

상수 c는 그림 6에서와 같이 변환함수의 변곡점에서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상수이다. 즉, 상수 c의 값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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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LQI 값의 변화에 대하여 변곡점 부근에서 변환

함수 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게 된다.

그림 4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식(3)에서 상수 c의

값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변환함수를 도

출하여 적합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평균자승오차(mean square error)가 c=25일

때 가장 작기 때문에 c=25를 적용하여 변환함수 

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식(1)과 같이 정의된 하이브리드 링크 품질 메트릭

HLQM은 그림 5와 그림 6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주

어진 응용 환경에 보다 적합하게 식(4)의 형태로 구체

화하여 실험에 적용한다.

   × ×




× 



× 

× 

(4)

식(4)에서 변환함수 와 의 가중평균을 위

한 가중치 과 의 값은 링크 품질 특징과 변환함

수 적합화 과정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휴리스틱 방법

(heuristic method)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에서 LQI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6.257이며 그림 4에서

RSSI의 표준편차는 2.816이다. LQI에 비해 RSSI는 상

대적으로 표준편차는 적으나 그림 6에서 보면 CC2520

의 수신 감도 경계인 -98dBm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 는 선형 변환함수이기 때문에 주

어진 LQI의 변화가 항상 고정된 변화율로 링크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 비해 평가의

민감도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중평균을 위한 가중치를 표준편차에 반비례하게

그림 7. LQI 및 RSSI값의 변화에 따른 HLQM 값

Fig. 7. HLQM values as LQI and RSSI values.

  과  로 결정하였다.

그림 7은 LQI 및 RSSI 값의 변화에 따른 식(4)에서

정의한 HLQM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7에서 HLQM은 CC2520의 수신 감도 경계인

-98dBm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RSSI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LQI값에 영

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HLQM으로 링크

품질을 평가하게 되면 LQI와 RSSI의 값의 변화를 동시

에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Ⅳ. 실험 및 성능 분석

링크 품질 메트릭 HLQM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

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통한 부모노드

선택과 실제 100회의 데이터 송수신으로 얻어진 PDR과

의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일반 무선랜 AP가

5개와 블루투스 기기 3개가 있는 50m×10m 사무실 환

경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무선센서네트워크

노드는 MSP430 MCU와 2.4GHz 대역의 CC2520 6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0dBm의 출력을 사용하였다. 5개의 노

드는 부모 후보노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1개의

노드는 네트워크에 새로이 참여하려는 노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5개의 부모 후보 노드로는 3개의 비컨을 송

신하고, 이 비컨을 수신 받은 노드는 수신 받은 비컨을

이용하여 RSSI, LQI 및 HLQM을 이용하여 부모 후보

노드와의 링크 품질을 평가한다.

실험 거리는 10m에서 50m까지 5m 간격으로 부모노

드 5개의 위치를 변경하며 실험하였다. 각 위치에 따른

실험은 2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

그림 8. RSSI, LQI 및 HLQM을 통한 링크 품질의 정확

도

Fig. 8. Experimental Result for RSSI, LQI and HL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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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후보노드는 각각 3개의 비컨 메시지를 송신하고, 이

를 수신받은 노드는 수신받은 3개의 비컨을 이용하여

LQI, RSSI 그리고 HLQM을 통한 링크의 품질을 평가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각 5개의 노드와 100개

의 메시지를 교환하여 PDR을 측정하였다.

그림 8은 RSSI, LQI 및 HLQM을 통하여 얻어진 링

크 품질과 실제 100개의 메시지 전송으로 얻어진 PDR

과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 계산된 재현율(recall), 정

확도(precision) 및 일치율(matching)이다. 그림 8의 결

과와 같이 LQI 또는 RSSI 만을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

하여 HLQM이 정확도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약 10%정

도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 메트릭이

찾아낸 가장 좋은 링크가 실제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얻어진 가장 좋은 링크 품질을 가지는 링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준다. 재현율의 경우에는 실제의

PDR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링크를 각 메트릭이

얼마나 찾아냈는가를 나타내준다. LQI의 재현율이 높은

이유는 실험의 결과에서 LQI 값이 변별력을 가지지 못

하고, 좋은 품질의 링크로 다른 메트릭에 비하여 많은

링크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전체 실험에 대하여 5개의

후보 링크 중에서 RSSI에 의해 선택된 가장 좋은 링크

의 수는 1.02이며 LQI는 2.52 그리고 HLQM은 1.25의

값을 가진다. 또한 5개의 후보 링크와 PDR을 통한 얻어

진 가장 좋은 모든 링크사이의 일치율은 HLQM이 다른

메트릭에 비하여 약3.2배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

과는 네트워크에서 다중 경로를 설정하거나, 홉수와 같

은 다른 메트릭과 결합하여 최종 경로를 설정할 때 LQI

또는 RSSI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HLQM이 보

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Ⅴ. 결  론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링

크의 품질에 기반을 둔 통신의 경로 수립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경

로 수립에 필요한 링크의 품질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메시지의 교환은 전원의 낭비와 네트워크가 안정

화되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무선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시간 및 에너지 소비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통신 칩에서 제공하는 LQI와 RSSI를

활용하여 각 링크의 링크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HLQM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제 다수의 메시지 전송에

서 얻어진 PDR과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의

결과에서 HLQM을 사용하면 다른 메트릭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에 비해 정확도, 재현율 및 일치율이 상대

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HLQM은 실제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

는 IEEE802.15.4를 기반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무선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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