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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oT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무선 센서네트워

크에 대한 관심과 응용분야가 더 넓어지고 있으며 

효율적 전력관리, 프로세싱과 저장능력, 전송영역과 

신뢰성 등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별도의 기지국이나 인프라 시

설이 없는 상황에서 노드들이 독자적으로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는 

제한된 크기의 전송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통신할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한 노드들은 ‘멀티 홉 라

우팅’ 방식으로 통신을 수행한다. 그리고 통신을 수

행하는 동안 두 노드 사이에 위치한 중간 노드들은 

각자의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된 라우팅 정보에 따라 

패킷을 다음 노드로 전달하는 라우터의 역할을 수행

한다.

센서네트워크는 외부전원이 아닌 배터리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전원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잔

량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 노드는 더 이상 정

상적인 라우팅 동작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와 같

이 전원이 고갈된 노드가 많아지게 되면 네트워크는 

기능을 상실하고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특히 노드

들간의 전력소모에서의 불균형은 특정 노드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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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고갈시켜 전체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갖는 노드

들이 많이 있음에도 네트워크가 수명을 다하는 문제

를 야기한다[4]. 결국 이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노드들이 라우팅 동작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무선기기 사용자들에게 높은 QoS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노드, 즉 무선기기의 충분한 가용 시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드

들 간의 균형된 전력 소모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라우팅 프로토콜의 개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점들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동안 노드의 잔여전력을 고려한 라우팅프로토

콜이 많이 제안되었다[5,6]. 그러나 대부분의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사전에 주변 노드들의 잔여전력을 인

지하기 위한 전력정보를 전달하기위해 많은 오버헤

드를 필요로 하며 라우팅 알고리즘 또한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표적 리엑티

브 라우팅 프로토콜인 AODV (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라우팅을 기반으로 하여 노드를 잔

여전력에 따라 고전력, 정상전력, 저전력의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에 따라 송신전력과 전송범위

를 제어함으로써 노드간의 전력 불균형을 낮추어 전

력이 고갈되는 노드의 수를 줄여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센서노

드의 잔여전력에 따른 전송영역 및 송신전력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전력제어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된 라우

팅프로토콜의 성능분석을 위해 시뮬레이터를 구현

하고 각종 지표에 따른 성능을 평가 분석하고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송신전력과 전송영역

무선센서네트워크는 한정된 배터리를 사용하므

로 전력을 모두 사용한 노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일정 수준이상의 노드들의 기능이 정지되면 네

트워크 전체가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노드

의 잔여전력에 따라 차별화된 전력소모를 유도함으

로써 노드들간의 균형적인 전력사용을 통해 네트워

크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기존의 라우팅 기법들은 

동일 전송전력을 이용한 동일한 전송범위를 가정하

여 설계되었다. 이 경우 노드의 잔여전력에 상관없이 

전송 경로내의 모든 노드들은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

여 데이터의 전송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잔여전력

이 적은 노드의 경우는 쉽게 수명을 다할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수명감소로 이어진다. 따

라서 Fig. 1과 같이 라우팅 경로내의 노드들이 서로 

다른 잔여전력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잔여전력의 차

이를 이용하여 송신전력을 조절함으로서 전송전력

을 보다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전파모델인 log-normal 모델을 이용하

면 송신전력이  로 고정되었을 때 전송거리 d 와 

수신전력 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7].

     log


(1)

이때  는 송신전력이고 는 pathloss exponent

인데 환경에 따라 대략 2～4의 값을 갖는다.  는 

기준거리 에서의 경로손실을 의미한다. 위의 관계

식을 보면 전송거리를 2배로 늘릴 때 pathloss ex-

ponent에 따라 4배에서 16배까지의 송신전력이 소요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전송범위를 늘릴 

때는 매우 큰 송신전력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큰 전

력소모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송범위를 조

절하므로써 발생하는 전력소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잔여전력에 따라 적정한 송신영역을 설

정하는게 필요로 된다.

3. 잔여전력 기반 송신전력제어 라우팅

3.1 잔여전력에 따른 전송영역제어

본 라우팅 알고리즘은  AODV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하여 설계하였다. 잔여전력의 임계값을 정해 구간

Fig. 1. Routing path with differenct transmissio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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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 개로 나눈 뒤 노드들은 세가지로 분류하고 해

당 노드의 송신 전력을 조절한다. 식 (2)에서와 같이 

잔여전력 이 보다 낮은 노드는 저전력노드

로 잔여전력이 보다 높고 보다 낮은 노드들

은 정상노드로 보다 높은 경우를 고전력 노드로 

분류한다.











 ≤   
 ≤    
    

(2)

Fig. 2(a)와 같이 모든 노드가 정상노드 상태라면 

기존의 AODV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우팅경로

가 설정된다. Fig. 2(b)에서와 같이 고전력 노드가 존

재할 경우는 전송전력을 높여 전송거리를 크게 한다.

따라서 고전력 노드의 전력사용은 증가하게 되나 라

우팅 경로상의 전체적인 홉수를 줄여 다른 노드들의 

전력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로

상에 저전력노드가 존재하는 경우는 전송범위를 작

게하여 전송전력을 줄임으로써 저전력 노드의 전력

사용을 낮추게 된다. 이 경우 비록 홉수가 증가하게 

되지만 저전력 노드의 경우 노다 작은 송신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노드의 결과적으로 잔여전력에 따른 

송신전력제어로 인해 노드의 전력을 골고루 사용하

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수명을 늘리고 전력사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REQ패킷과는 달리 

송신전력과 전송영역을 제어할 수 있는 RREQ패킷

을 새롭게 정의한다. 기존의 RREQ메시지 필드에 

Fig. 3과 같이 Radio Range(RR) 필드를 추가하여 

RREQ패킷의 전송전력과 전송영역에 따라 0,1,2의 

값을 갖도록 한다.

Fig. 4에서 보듯이 RR=0 일 때는 RREQ패킷을 정

상전력으로 송신함을 의미하고 RR=1일때는 정상전

력보다 낮은 전력으로 RREQ패킷을 송신하여 전송

영역을 감소시키고 RR=2인 RREQ패킷은 높은 전력

으로 송신되어 정상적인 RREQ패킷보다 더 넓은 전

송영역을 갖도록 한다. 이와 같이 RREQ패킷의 RR

필드를 추가함으로써 수신노드로 하여금 RREQ패킷

의 전송전력과 전송영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2 고전력 노드의 라우팅

제안하는 전력제어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Route Request)를 플러딩 할 때 Fig. 5과 같이 

고전력 노드는  패킷의 송신전력을 보다 높게 

전송하게 되면 홉수 기반의 경로선택과정에서 고전

력 노드로부터 멀리 떨어진 노드가 중계노드로 선택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단, Fig. 5와 같이 고전력 노

드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의 중계노드는 고전력 

노드의 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정

상전력의 RREP를 유니캐스트하게 되므로 원거리의 

고전력노드는 RREP를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

(a)

(b)

(c)

Fig. 2. Routing example according to remaining power 

in the presence of (a) normal-power nodes (b) 

high-power nodes (c) low-power nodes ( : 

high-power node, : low-power node).

Type Flags
Hop 

Count
RREQ ID

Destination
Address

Destination 
sequence 
number

Source 
Address

Source 
Sequence 
Number

Radio Range
(RR)

Fig. 3. modified RREQ message for power controlled routing.

Fig. 4. Modified RREQ packet and it’s transmission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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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전력 노드는  패킷 

전송단계에서 자신이 고전력 노드임을 다음 노드에

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전력제어 라우팅 프로토콜에

서는 Fig. 6과 같이 고전력 노드의 경우는 제안된 

패킷에서 정상 송신전력을 갖는   과 

확장된 전송영역을 갖는    을 각각 전송하

도록 한다.   과   를 모두 받은 노

드 C는 현재의 전송노드가 고전력노드임을 알게 되

지만   을 수신하였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를 전파하고 를 통해 경로를 확

정하게 된다. 반면   만을 수신하게된 노드 

D는 현재 송신노드가 고전력노드이며   를 

수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확장된 전송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러딩이 끝나고 경

로가 설정되어 역으로 를 전송 할 때 확장영역

에 속해 있는 노드D는 의 송신전력을 높여 

RREP가 노드 A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RREP를 수신하고 경로설정이 완료되면 고전력 

노드 A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다음 노드가 정상영역

내에 있는지 확장된 전송영역내에 있는지 알고 있어

야 송신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RREP를 노드 

A에 전송할 때 송신노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Fig. 7과 같이 RREP패킷 내

에도 Node Range (NR) 필드를 추가하여 RREP를 

전송하고자하는 노드가 축소된 영역(reduced range)

에 있다면 NR=1, 정상적인 영역(normal range)에 있

다면 NR=0, 확장된 전송영역(Extended range)에 있

다면 NR=2 의 값을 갖도록 한다. Fig. 6의 예에서 

노드 C의 경우는  전송시    을 전송하

게되고 노드 D의 경우라면   를 송신함으로 

노드 A로 하여금 경로설정 후 데이터 전송시에 전송

전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3 저전력 노드의 라우팅

만약 노드의 잔여전력이 기준치 보다 낮아 저전력 

노드로 분류되는 경우 전송범위를 줄여 전력소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RREQ의 송신전력

을 줄여 작은 전송영역 내에서 릴레이노드를 찾게 

함으로써 경로가 설정된 후 보다 적은 전력으로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송범위

가 줄어듦에 따라 전송범위 내에 릴레이 노드가 존재

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력 노드의 라우팅과 유사하게 Fig. 8에

서와 같이 노드 A가 저전력 노드일 경우   

와   의 두 개의 패킷을 송신한다. 이때 

  은 정상전력으로 전송되는 패킷이며 정상

적인 전송영역을 갖는다. 반면   은 송신전

력을 줄여 전송하고 송신전력의 감소로 인해 전송영

역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된다. Fig. 8에서 C노드는

  만을 수신하게 되고 노드 B는   

와   을 모두 수신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RREQ패킷을 전송하는 이유는 정상전력의   

을 추가로 보내서 저전력 전송영역내에 중계노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상전송영역내의 노드를 통한 

라우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RREQ

를 수신한 노드들이 자신이 어떤 전송영역에 속해있

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Fig. 5. The problem of RREQ-RREP exchange for long 

distance.

Fig. 6. RREQ transmission for High-power node.

Type Flags
Hop

Count
Destination

Address

Destination 
sequence 
number

Source 
Address

Lifetime
Node
Range
(NR)

Fig. 7. modified RREP message for power controlled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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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Q를 수신한 노드 B와 C는 기존의 AODV방

식대로 다시 RREQ를 플러딩하게 된다. 단, A노드는 

저전력 노드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B를 중계노

드로 하는 라우팅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짧은 거리로 인해 홉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 A노드를 통한 경로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를 받는 노드의 경우 자신이 

저전력 전송영역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홉 수를 하나 

줄이도록 한다. 즉 전체 홉 수에서 저전력 전송범위

내의 중계노드의 수를 뺀 값을 해당경로의 홉 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거리노드 B를 포함하

는 경로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RREQ패킷이 목적지 노드까지 플러딩 된 후 최종 

경로를 통해 RREP(Route Reply) 가 전송된다. 그런

데 이때 노드 A는 설정된 경로의 중계노드가 근거리 

전송영역 내에 있는지 정상 전송영역내에 있는지 알

지 못하여 송신전력을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전력 노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REP 패킷의 전

송때 근거리 노드인지 정상 전송범위내의 노드인지

를 알려 줘야한다. 중계노드가 정상영역의 노드라면 

RREP전송시    을 전송하게 되고 저전력 전

송범위의 노드라면   를 전송하여 노드 A로 

하여금 경로설정 후 데이터 전송시에 송신전력을 결

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뮬레이션 및 성능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MATLAB을 이용하여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시뮬레이터를 개발하

였다. 전체 네트워크는 121개의 노드로 구성되었으

며 격자구조로 노드를 배치하였다. 배터리 용량은 빠

른 시뮬레이션을 위해 25J로 낮게 설정하였으며 

pathloss exponent는 2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8].

노드의 잔여전력에 따라 저전력 노드, 정상전력 노

드, 고전력 노드로 나누고 정상전력노드의 전송거리

를 250m로 하고 mod1에서는 저전력 노드, 정상전력

노드, 고전력 노드의 전송거리를 1:2:4 의 비율로 설

정하였으며 mod2에서는 1.5:2:3 으로 설정하였고 

pathloss exponent값을 2로 하여 송신전력 및 배터리 

전력소모를 계산하였다. 또한 고전력 노드 기준전력

은   max로 하여 배터리 최대용량의 75%로

설정하였고 저전력 노드의 기준전력은   max
로 하여 배터리 최대용량의 25%로 설정하였다.

Fig. 9는 패킷의 전송에 따라 노드의 잔여전력에 

대한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기존의 AODV방식에서

는 노드간의 잔여전력에 대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

나 전력사용의 불균형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된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잔여전력의 표준편

차가 크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전력, 정상

Table 1. Networking parameters for simulation 

parameters value

network size 2.5 km×2.5 km

No. of nodes 121

transmission range 250 m

bandwidth 250 kbps

Tx power 31.2 mW

Rx power 22.2 mW

packet size 28 byte

Fig. 8. RREQ packet transmission for low-powe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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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고전력 노드에 따른 전송거리가 1:2:4로 그 차

이가 크게 나타나는 mod1의 경우가 전송거리가 1.5:

2:3의 비율을 갖는 mod2에 비해 공평하게 전력사용

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Fig. 10은 패킷의 전송에 따라 배터리의 전력을 

모두 소모하여 기능을 다한 노드의 비율을 보여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AODV방식에서는 패

킷 전송 초기부터 급격히 배터리를 모두 소모한 노드

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제안된 방식에서는 전송 패킷의 수가 많지 않을 때는 

전력을 다한 노드의 수가 거의 없다가 차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명을 다한 노드 수는 네트워크의 

수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능지표가 

되며 결과에서 보듯이 제안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

용했을 때 네트워크 수명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잔여전력에 따라 송신전력

을 제어함으로써 노드들간의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

결하여 네트워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센서노드들을 배터

리의 잔여전력에 따라 고전력, 정상전력, 저전력 노

드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전송전력 및 전송영역을 

다르게 할당하였다. 제안된 라우팅 프로토콜을 시뮬

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기존의 홉 수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드들 간의 

잔여 전력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균형적인 전력소모

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네

트워크 수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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