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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와 센서 노드의 위치 기반 라우팅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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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연구에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시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라우팅 기법은 다양하
게 존재하지만 라우팅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 정보와 1 홉(hop) 거리에 인접한 주변 노드들의 위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BS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여러 노드를 경유하여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다중 홉(Multi-hop)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와 센서 노드의 전력 소모를 발생시켜 효율적
인 에너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의 전파 범위와 RSSI를 이용하여 소스 노드와 
거리 ±α를 만족하는 BS 노드의 위치 기반 1-홉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 무선 센서 네트워크, BS 노드, 소스 노드, RSSI, 라우팅

Abstract  Routing technique of wireless sensor network that is presen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consumption in energy at the previous study is existing in various ways, however for routing, its own location 
data and nodes' location data close to with 1-hop distance should be kept. And it uses multi-hop transmission 
method that transmits data to BS node via several nodes. This technique makes electronic consumption of 
sensor node and entire network's energy consumption so that it makes effective energy management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location based 1-hop routing technique of BS node that satisfies distance ±α 
with source node using RSSI and radio wave range of sensor node.

Key Words : Wireless sensor network, BS node, Source node, RSSI,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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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

는 기에는 군사 목 의 감시와 추 , 주변 상황의 인식 

등에 주로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의 구성, 확

장의 용이성, 정보 통신 기술 등의 발 으로 실시간 정보 

획득의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간섭 없이 일정한 역에 

임의로 분산 배치되고 운 될 수 있다는 장 으로 인하

여 환경/생태 감시 분야, 에 지 리 분야, 물류/재고 

리 분야, 의료 모니터링 분야 등 범 하게 이용되고 있

으며, 많은 심과 지속 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1] 

기존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한 연구는 네트워크

의 환경 변화에 따른 노드의 이동성과 효율 인 네트워

크 구성에 을 맞추어졌지만, 최근에는 센서 노드에

서의 효율 인 에 지 리와 에 지 효율성 증가를 

한 라우  알고리즘, 에 지를 효율 으로 리하는 

MAC(Multiple Access Control) 로토콜,  력 하드

웨어 개발 등 폭 넓은 분야에 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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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배치된 센서의 주변 환경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배치된 센서 노드들은 일정한  범 를 

유지하기 하여 설정된 력에서 동작하며, 선형 인 

에 지 소비를 유지한다[3]. 한 센서 네트워크 역에 

무작 로 배치된 센서 노드들은 주변의 다른 노드들을 

통하여 다  홉(multi-hop) 방식으로 BS(Base Station) 

노드에게 수집된 정보를 달하고 서버의 제어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부분의 에 지를 소비한다. 특히 

재의 센서 치에서 BS 노드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노드가 계 노드로 선정되고, BS 노드 주변에 배치된 

노드들은 집 으로 계 노드로 선정되어 부분의 에

지를 소비하여 센서 노드로써의 역할이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단 이라는 문제를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장단 을 비교 

분석하고, 센서의 수신 신호 세기 벨인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값을 기반으로 센서의  

범 를 이용하여 센서의 력 소모의 균등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센서 노드의 수명을 최 화하기 한 라우  

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무

선 센서 네트워크의 라우  기법과 센서 노드의  범

와 RSSI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와 센서 노드의 에 지 효율성을 향상시킨 수신 신호 세

기 기반의 송 범 를 이용한 라우  기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S 노드와 센서 노드의 

치 기반 라우 에 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그리고, 5

장에서는 제안 모델링 기법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개요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1개 이상의 BS 노드와 무수히 

많은 센서 노드로 구성된다. BS 노드는 인터넷과 같은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센서들에 의해 수

집된 정보들을 외부에 존재하는 서버에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4]. BS 노드는 센서 노드들과 비교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모든 역을 포함하는 넓은 송 범

를 가지고 있으며, 유선으로 연결되어 무한정의 력을 

공  받을 수 있고, BS 노드에 장착된 GPS 모듈에 의해 

정확한 치를 알 수 있다. BS 노드는 주변에 배치된 다

른 센서 노드에 의해 측된 정보를 무선 채 과 설정된 

송 경로를 통해서 수집하고, 네트워크나 웹을 통하여 

외부의 서버로 송하거나 는 서버에서 임의의 센서 

노드에게 송하는 제어 정보를 해당 센서 노드에 송

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센서 노드는 상용 원(AC110~220V)을 사용하지 않

고 소형 배터리로 온도, 습도, 진동, 조도 등을 감지하는 

각종 센서와 원격제어/감시 모듈 등의 디바이스들을 구

동하는 것이다. 센서들은 사용자에 의해 네트워크의 일

정한 역 무작 로 분산 배치되며, 소형, 가격, 한정

된 배터리에 의해  력을 요구하며, 용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센서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들은 력 소모

를 감소시키기 해 듀티 사이클(Duty Cycle)을 사용하

는 MAC 로토콜에 의해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가 활

성화되고 송 노드와 수신 노드가 동기화되어 데이터를 

송한다. 센서 노드는 배터리에 의해 동작되므로 노드

의 생존성과 효율 인 력 에 지 소모, 에 지의 소

모의 균등성과 효율성을 향상이 가장 큰 문제로 두되

고 있다.

센서 노드는 에 지의 소모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하여 S-MAC, T-MAC, B-MAC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로토콜에 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MAC 로토

콜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표 인 MAC 로토

콜로 센서 노드가 동작을 활성(active)과 비활성(sleep) 

구간으로 구분하여 리하여 에 지 소모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로토콜이다. T-MAC 로토콜은 경쟁 기반의 

MAC 로토콜로 S-MAC의 고정 인 활성, 비활성 기

간을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응  듀티 사이클로 변화

시켜  idle listening으로 인한 에 지 낭비 요소를 감소시

켜 보다 효율 인 에 지 소모의 리를 연구하 다[5,6].

그 외에도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데이터 송수신을 

한 무선 매체의 속, 송수신의 오류 발생, 배터리에 의한 

제한된 원 공  그리고 센서 노드의 무작  배치로 인

한 교체 불가능 등의 문제 을 가진다[7]. 

2.2 센서의 전파 범위와 RSSI

모든 센서 노드는 지그비(Zigbee), 블루투스(Bluetooth), 

역 무선 통신(UWB: Ultra Wide Band) 등과 같은 

무선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기에 설정된 일정한  

범 를 가지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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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센서들은 송신을 원하는 상  센서의 거리가 

인 한 경우 는 신호의 수신 세기가 양호하여 낮은 송

신 력으로 송신하여도 상  센서가 정상 으로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것과는 무 하게 필요 이상의 송신 력

으로 송신한다. 따라서 과도한 송신 력에 의해 배터리

의 수명이 하되고 다른 센서들과 많은 간섭을 일으키

는 문제 이 있다. 

공학 인 의미에서 센서 노드들은 하드웨어의 물

리 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기화시 

송신 력의 출력 값으로 설정된 정격 력에서 동작하

며, 일정한 에 지 소비를 유지하고  범 도 일정한 

수치를 유지된다[8]. 그러나 의 특성상 무선 통신 채

에서는 신호 감쇄에 의하여  범 가 변하게 되므

로 일정한  범 를 유지하기 해서는 송 력은 

상  센서의 거리에 하여 2차 이상의 증가를 나타낸다.

하나의 채 에서 송수신 신호의 세기에 의한  범

는 기본 인 안테나 이득, 사용 주 수, 회로를 구성하

는 송수신 시스템에서의 물리  요소에 의한 손실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송 력의 변화

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크다. 송수신 력에 한 송 거

리와 신호 감쇄지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tx = k * Prx * d
α        (1)

Ptx와 Prx는 무선채 에서 센서의 송수신 력을 의미

하며, d와 α는 센서에서의 송 거리와 신호 감쇄지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α는 채 의 상태에 따라  2에서 6까지 

변경이 가능하다[7]. 식 (1)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송 거

리에 의한 송 력의 변화가 가장 요하므로 무선 센

서 네트워크에서 정확한 송수신을 해서는 센서의 송수

신 력을 정 수  이상으로 송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 수  이상의 송 력 사

용은 센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체의 에 지 소모를 발

생시키고 인 한 센서들과 간섭을 일으키게 된다.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이용한 

방법은 거리에 따른 신호세기를 수학 으로 이용한 것이

다. RSSI는 부분 무선 채 을 사용하는 장치에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기 한 RSSI 모듈이 장착되어 있

다. 센서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신부에 구 된 RSSI 

모듈을 이용하여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측정

된 신호의 세기는 센서 노드 간의 거리에 반비례 인 형

태를 나타낸다. 즉 거리가 상  노드로부터 거리가 가까

울수록 수신 신호 세기는 커지고 반 로 멀어질수록 수

신 신호 세기는 약해지는 상을 이용하여 센서 노드간

의 거리를 계산하는 작업에 이용된다[9]. RSSI 모듈이 센

서 노드의 송수신 시스템에 기본 으로 구 되어 있으므

로 상  노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RSSI 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 모듈, 는 역

폭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이다. 그러나 의 

특성상 송 경로 상에 존재하는 장애물에 의한 간섭, 반

사, 회 , 분산 등이 발생하여 계산된 RSSI 값에 오차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건이다. 

3. 수신 신호 세기 기반의 전송 범위와  

   라우팅 기법

3.1 센서의 전파 범위와 수신 신호 세기

일반 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각의 센

서 노드는 주어진 임무에 합한 환경을 측정하여 BS 노

드에게 달한다. 그러나 제한된 배터리, 작은  범  

등과 같이 센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빈약하므로 

BS 노드로 직  송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노드를 경유하여 목 지까지 송하는 다

 홉(Multi-hop) 송 방식을 사용한다. 다  홉 송 

방식에서는 소스 노드에서 BS 노드까지 측정된 데이터 

패킷이 달되기 한 효율 인 최단 경로를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RSSI 값을 기반으로 하는 1-

홉 송 방식을 사용하는 라우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에 연구된 테이블 기반의 라우  기법 는 클러스터 기

반의 라우  기법에서는 데이터 달하기 해서는 해당 

센서 노드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노드 에서 1-홉 거리

의 치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모두 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해당 노드의 거리가 무시되고 

무조건 1-홉 송 방식을 사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홉을 경유하는 라우  경로가 만들어지므로 네트워크 내

의 체 인 에 지 소모와 센서 노드의 력 소모를 발

생시켜 최후에는 력의 고갈로 인하여 라우  경로가 

끊어지게 되고 네트워크가 단 되는 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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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해당 

센서 노드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노드 에서 RSSI 값을 

계산하여 최 의 데이터 달을 하기 한 거리로 설정

된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센서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이므로 배제를 시키고 설정된 값+α 에 해당하는 노드만

을 라우  테이블에 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 노드

를 선택하고 데이터 패킷을 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 의 데이터 달을 한 거리 여부를 추정하기 

해서는 먼  상  센서 노드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하여 

계산된 RSSI 값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다음

의 식(2)는 수신 신호 세기를 계산하는 Friis 력 송 

방정식을 나타낸다. 

   = 
 



[w]   (2)

여기에서 식(2)를 한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Gt : 송신 안테나 이득, Gr : 수신 안테나 이득 

Pt : 송신 력, Pr : 수신 력 

λ : 의 장, d : 송 거리 

식(2)는 자유 공간  손실은 배제한 상태이며, Friis 

력 송 방정식의 결과는 력으로 표 되며 dB 단

로 변환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식(2)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거리 d를 계산

할 수 있다.  

  = 








 = 
 





   (3)

자유 공간  손실을 나타내는 Lfs(transmission 

loss in free space)를 계산하면 다음이 식(4)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λπdB (4)

자유 공간  손실은 주 수가 클수록 손실은 증가

되므로 손실과 거리는 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 송신 

력과 안테나 이득을 향상시키면 손실은 감소되지만, 시

스템의 비용을 고려하여 한 수 이 요구된다.

소스 노드와 다음 송 노드로 선택된 T(Transfer) 노

드들은 데이터 패킷을 송하기 하여 다음 단계의 T 

노드를 탐색하기 하여 상  노드로부터의 데이터 패킷

을 수신한다. 이때 소스 노드의 수신부에 포함된 RSSI 

모듈은 수신 데이터로부터 RSSI 값을 산출하여 거리 

를 식 (3)에 의하여 계산하고 설정된 값+α 에 해당하는 

노드를 다음의 T 노드로 선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산

출된 ±α는 소스 노드와 상  노드와의 거리를 의미하

는 것이므로 다음의 T 노드는 소스 노드를 기 으로 거

리 ±α 만큼 떨어진 동심원 에 한 곳에 치하게 된다. 

따라서 T 노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BS 노드의 치와

는 상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데이터 패킷을 송하게 

되므로 BS 노드의 치와 연계하여 데이터 패킷을 송

하는 효율 인 라우  로토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효율 인 라우  로토콜은 

다음의 3.2 에서 보여 다.

3.2 BS와 센서 노드의 위치 기반 라우팅 기법

기존에 연구된 라우  기법들은 센서 노드의 치 정

보를 이용하여 인 하는 노드 에서 1-홉 거리의 노드 

정보를 모두 장 한다. 이러한 방법은 소스 노드가 정보

를 달하기 해서는 이웃하는 노드의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스 노드는 자신과 1-홉 거리에 있는 노드

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 요청을 수신한 1-홉 거리

에 치한 노드들은 소스 노드에게 자신의 치 정보를 

송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 내의 트래픽이 증

가하게 되고, 인 한 노드와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BS 

노드에게 데이터 달을 한 홉 수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모든 인 한 노드를 상으로 라우  경로를 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으로 센서 노드를 선택하고 라

우  경로에  포함할 것인지를 단하여 BS 노드까지 라

우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라우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스 노드는 데이터 패킷을 송하기 하

여 다음 단계의 송 노드인  T 노드를 탐색하기 하여 

자신과 1-홉 거리에 치하는 노드들에게 정보 요청 신

호를 송한다. 

두 번째로 소스 노드가 송한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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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 노드와 소스 노드의 
  치 계   T 노드 선정 기

(BSx>Sx) & (BSy<Sy) (Tx>Sx) & (Ty<Sy)

(BSx<Sx) & (BSy<Sy) (Tx<Sx) & (Ty<Sy)

(BSx<Sx) & (BSy>Sy) (Tx<Sx) & (Ty>Sy)

(BSx>Sx) & (BSy>Sy) (Tx>Sx) & (Ty>Sy)

<표 1> 중계 노드의 선택 절차

한 1-홉 거리의 노드는 자신의 RSSI 모듈을 이용하여 

RSSI 값을 산출하고 거리를 계산하여 조건 ±α를 만족

하는 경우에는 소스 노드에게 자신의 치 정보를 송

한다. 

세 번째로 만약에 ±α 조건을 만족하는 노드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소스 노드는 정보 요청에 한 수신 신

호를 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므로 인 한 노드에게 다

시 요청 신호를 송한다.

네 번째로  두 번째 정보 요청 신호를 수신한 1-홉 거

리의 노드는 거리를 계산하고 α 값을 감소하여 ±α 조건 

여부를 별하여 소스 노드에게 자신의 치 정보를 

송한다. 이러한 차는 소스 노드가 응답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반복한다.

다섯 번째로 소스 노드는 수신된 응답 신호의 치 정

보를 소스 노드의 치 정보와 비교하여 다음 단계의 

송 노드인  T 노드를 선택하는 4가지 조건 에 한 가지

에 해당되는 여부를 별하여 한 가지 조건에 합당한 경

우에는 T 노드로 선택하고 데이터 패킷을 송한다. 

계 노드인 T 노드로 선택하는 차는 다음의 3.3 에서 

기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T 노드를 선택하고 데이터 

패킷을 송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마지막으로 BS 노드

에게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3.3 중계 노드의 선택 절차

본 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센서 노드는 BS 노드에게 데이터를 

송하기 해 계 노드인 T 노드를 선정한다. 그러나 T 

노드를 선정하는 차는 BS 노드까지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T 노드 선정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라우  홉 수가 증가되어 경로가 길

어지게 되므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력 소모, 통신 비용 

등 오버헤드가 증가되어 배터리 기반으로 작동되는 센서

에 치명 인 결과를 래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센서의 치 정보를 기반으로 계 노드인 T 노드

를 선정한다. 센서의 치 정보는 BS 노드의 치 정보

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계 노드인 T 노드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의 표 1

에서 표 된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먼  해결해

야 되는 사항은 BS 노드를 심으로 소스 노드의 치를 

악하는 것이다. 소스 노드는 BS 노드를 심으로 하는 

(x, y) 상에 치하게 되므로 어느 방향에 치하는 지를 

표 1의 4가지 조건에 의해 악한다.

소스 노드의 치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소스 노드의 

데이터를 송할 T 노드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스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스 노드를 심으로 거리 

±α 조건을 만족하는 T 노드들은 동심원 상에 존재하므

로 BS 노드에게 데이터를 송하기 해서는 BS 노드 

방향에 존재하는 노드를 T 노드로 선정한다. T 노드를 

결정하는 조건은 BS 노드와 소스 노드의 계에 따라 4

가지 조건 에 해당하는 노드를 계 노드인  T 노드로 

선정한다. 

를 들어 BS 노드의 (–x, +y) 방향에 소스 노드가 

치하는 경우에 계 노드인 T 노드는 x축 방향에서 소

스 노드의 치값 보다  T 노드의 치 값이 커야 하는  

(Tx>Sx)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y축 방향에

서 소스 노드의 치 값은 T 노드의 치 값보다 작아야 

하는 (Ty<Sy) 조건을 만족하다.

 

4. 위치 기반 라우팅에 대한 모델링

4.1 노드의 전송 범위와 환경 설정 

BS 노드는 센서 네트워크의 모든 역을 포함하는 넓

은 송 범 를 가지고 있으며, 유선으로 연결되어 무한

정의 력을 공  받을 수 있고, BS 노드에 장착된 GPS 

모듈에 의해 정확한 치를 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센서 노드의 송 범 는 BS 노드에 비하여 국부 으로 

일정한 범 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센서 노드는 센서 네트워크 역에 무작 로 배포되

고,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므로 보유한 에 지에 의해 한

시 으로 동작한다. 센서 노드는 측정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다른 센서 노드가 송한 데이터 패킷을 수신

하여 다른 센서 노드에게 송하는 계 노드 역할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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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4.2 전송 데이터의 패킷 구조

소스 노드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계된 데이터를 BS 

노드에게 송하기 해서는 식 3에 의해 거리를 계산하

고, 거리 ±α 조건을 만족하는 1-홉 거리의 노드들 에

서 계 노드인 T 노드를 선정하기 해서는 해당 노드

들 사이에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 1은 송되는 데이터 패킷의 구조

를 나타낸다.

[그림 1] 전송 데이터의 패킷 구조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송되는 데이터 패킷은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 데이터 패킷의 각 항목

에 한 속성은 다음의 표 2에서 기술한다. 

항목 이름 설 명

N_ID 노드 식별자

Data type 송 데이터의 형태

Data 센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S_ID 소스 노드의 ID

S_pos 소스 노드의 치 좌표

Pre_Node  단계 계 노드의 ID

E_Time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

Hop 소스 노드에서부터 재까지 홉 수

R_Eng 잔존 에 지의 양

[표 2] 데이터의 패킷의 항목에 대한 속성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BS와 센서 노드의 치 기반 라

우  기법에 한 모델링에서 BS 노드는 센서 네트워크

의 앙에 치하고, 각각의 센서 노드는 BS 노드의 

치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의 치를 계산하여 라우  설

정과 데이터 송이 각각의 치 정보를 가지고 제안된 

라우  기법에 의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한 계 노

드의 거리 ±α 조건을 만족하는 1-홉 거리의 노드들 

에서 다음 단계의 계 노드인 T 노드를 선정하기 때문

에 네트워크의 오버헤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

드의 에 지 소비를 감소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BS와 센서 노드의 

치 기반 라우  기법에 한 모델링이 효율 인 라우

 경로를 생성하고 기존의 연구 기법보다 우수함을 증

명하기 해서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센서

의 도, 송 범 의 조정, 치 정보의 오차 등을 고려

하여 모델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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