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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효율 인 격자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비 복 방향성 메시징 로토콜
(Non-Redundant Directional Messaging Protocol for Energy 

Efficient Grid Wireless Senso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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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 Khil)

요 약  력 기술은 제한된 자원을 가진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기간 연장을 하여 요구되는 

가장 요한 기술이다. 특히, 노드들의 복된 메시지 송수신  불필요한 통신 참여를 이는 방법은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이다. 방향성 메시징(Directional Messaging: DM) 로토콜은 방향

성 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네트워크의 특정 역으로만 송하도록 함으로써 노드들의 불필요한 통신 

참여를 이는 에 지 효율 인 메시지 로토콜이다. 그러나 방향성 메시징 로토콜은 탐색 역 경계선 

주변에 치한 노드들이 복된 메시지를 송·수신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격자형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방향성 메시징 로토콜의 탐색 역의 경계선 근  노드들의 

복된 메시지 송수신을 임으로써 체 에 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로토콜의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에 비하여 향상된 에 지 효율성은 NS-2를 이용한 모

의실험 결과로써 나타내 보인다. 

키워드 : 격자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  력 기술, 에 지 효율성, 복 메시지 송, 비 복 방향성 

메시징

Abstract The low-power technology is the most important technology required to prolong the 

network lifetime of wireless sensor network with limited resources. Especially, reducing redundant 

message transmission and unnecessary communication participation is the core of the low-power 

wireless sensor network. The Directional Messaging (DM) protocol is the energy efficient message 

protocol which reduces unnecessary communication participation by sending messages with directional 

information only to the specified area in a network. However, there is the problem in the DM that the 

border nodes of search areas receive and send redundant mess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on-redundant directional messaging protocol which improves the energy efficiency of wireless sensor 

network by reducing redundant message transmission on the border nodes of search areas in the DM 

protocol. We also show the improved energy efficiency of the proposed protocol comparing with the 

Directed-Messaging protocol by the simulated results using NS-2 simulator.

Key words : Grid Wireless Sensor Network, Low-power Techbnogy, Efficiency, Redundant 

Message Transmission, non-redundant Directional Messaging

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

는 센서 노드들이 주변 상황에 한 정보를 감시하고 

수집하여 네트워크 심의 베이스-노드(base-node)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수집한 유효 정보를 무선 통신으

로 수집자에게 달, 처리하는 네트워크이다[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분야는 특정 지역에서 지역 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경제 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시

스템으로부터 군사지역, 재난 험 지역과 같이 일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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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사람의 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

역의 지속 인 모니터링 는 리를 한 시스템까지 

용범 가 매우 넓다[1,2].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들은 한 센서를 이용

하여 주변의 원하는 정보들을 감지하고 무선 통신을 통

하여 정보들을 수집자에게 달함으로써 사람이 직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3]. 그러나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의 센서 노드들은 극

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센

서 노드들의 배터리의 교체나 충 이 어려운 응용분야

가 많다는 특성 때문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

드들을 가능한 한 오랜 시간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

는  력 무선 통신 로토콜이 반드시 필요하다.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연구는 불필요한 

통신으로 인한 에 지 소비의 감소를 주목 으로 하며,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7계층별로 다양

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 특히, 네트워크 계층에

서의 연구는 소스 노드의 치를 악하고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 간의 메시지 송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  

반 인 과정에서 복 메시지 송·수신을 포함한 불필

요한 통신으로 인한 에 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력 라우 은 평면  

네트워크 구조를 상으로 하는 평면(flat) 모델[4-9]과 

계층  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상으로 하는 계층

(hierarchical) 모델[4,10-12,14]로 분류할 수 있다. 평

면 모델의 라우 은 체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자격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복 메시지에 의한 심각한 통신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의 동향은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스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송받는 데이터 심 (data- 

centric) 라우 을 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4,5-7,12,13,15-17]. 특히, 데이터 심  주문형

(on-demand) 라우 [7,13-16]은 싱크노드가 원하는 때

에만 질의 메시지를 송하여 데이터를 가진 소스 노드

를 찾고 소스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최 의 경로를 통하

여 송하기 때문에 통신비용에 한 제한이 많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에 합하다. 표 인 데이터 

심  주문형 라우  방식에는 Directed Diffusion[7]이 

있다.

Directed Diffusion의 소스 노드 탐색 단계는 모든 노

드들이 질의 메시지를 받는 방법인 러딩(flooding)[5]

을 사용한다. 로드캐스 을 사용하는 러딩은 가장 

리 알려진 로토콜로서 메시지의 복된 송수신으로 

인한 심한 에 지 소비  노드들의 불필요한 통신 참

여 노드로 인한 에 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13-17]. 

방향성 메시징(Directional Messaging: DM)[8] 기법

은 소스 노드로부터 데이터 송 시 최  경로를 찾는 

Directed Diffusion에서 소스 노드를 찾기 해 사용하

는 러딩의 에 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로토콜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 기법은 소

스노드 탐색이 진행됨에 따라 메시지 송 역 경계선 

상의 센서 노드들의 복된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에

지 소비가 높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노드 탐색 작업에서 메시지 송 

방향 정보를 지정함으로써 노드들의 불필요한 통신 참

여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에 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 기법의 탐색 역 경계지역에 

치한 노드들의 복된 메시지 송･수신 문제로 인한 에

지 소비 문제를 개선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

(Non-Redundant Directional Messaging: NR-DM) 

기법을 제안하고 향상된 에 지 효율성을 NS-2[19]를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내 보인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 기법은 싱크노드를 기 으로 탐색 역

을 분할하는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 기법에서 탐색 역 

경계선 인근 노드들이 복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싱크노드로부터 한 홉의 거리에 있

는 특정 노드들을 각 탐색 역의 기  노드로 지정함

으로써 탐색 역의 복을 근본 으로 없애도록 설계

한다. NS-2를 이용한 시뮬 이션은 기존의 방향성 메시

징의 경우와 동일하게 그리드 토폴로지를 가정하여 실

행하 으며 기존의 러딩과의 비교 한 동일 가정하에 

실행함으로써 향상된 에 지 효율성을 나타내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제안된 다양한  력 라우  기법들을 최근 

동향을 비교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설계를, 4장에서는 향상된 성

능을 나타내기 하여 NS-2를 이용하여 기존의 라우  

방법과 비교한 모의실험 결과들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와 함께 향후 연구방향에 하여 나타낸다.

2. 련연구

 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연구는 불필요한 

메시지 통신으로 소비되는 에 지 감소를 주목 으로 

한다[4,12-18].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 방식은 로

드캐스  는 일 일 통신을 사용한다. 특히 싱크노드

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소스노드를 찾아 데이터를 

송하도록 하는 데이터 심  주문형 라우 의 경우, 소

스 노드의 치에 한 사  정보 없이 탐색하게 되기 

때문에 부분의 경우, 로드캐스  기반의 러딩을 

사용한다[5,7.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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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딩[5]은 가장 리 알려진 기본 로토콜로서 네

트워크 내의 센서 노드들이 자신이 감지한 정보를 모든 

이웃 노드에게 로드캐스 으로 퍼트림으로써 달하

는 방식이다. 러딩의 동작 형태는 매우 단순하며 네트

워크 체가 통신에 참여함으로써 송하고자 하는 데

이터가 반드시 목 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

다는 과 라우  경로 설정이나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

성을 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들이 매번 모든 통신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 메시지 송수신 횟수가 많고 노드

들의 불필요한 통신참여로 인하여 극심한 에 지 소비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8,13-17]. 러딩을 기

반으로 설계된 라우  로토콜에는 표 으로 SPIN 

(Sensor Protocols for Information via Negotiation) 

[6]과 Directed Diffusion[7], 방향성 메시징[8] 등이 있다.

SPIN은 이벤트가 발생하 을 때 이를 감지한 센서 

노드가 주변 노드에게 ADV(advertisement) 메시지를 

로드캐스 하고 이에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라고 

단한 주변 노드가 REQ(request) 메시지를 보내어 응답

하는 형태의 데이터 심  라우  로토콜  가장 

먼  제안된 알고리즘으로서 각각의 노드들이 제각각 

자신의 센싱 데이터를 로드캐스 하는 러딩의 문제

를 개선하고자 제안되었다. SPIN의 센서 노드로부터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체로 로드캐스 하는 방식은 데

이터에 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네트워크 통

신 부하를 야기한다. 한, 데이터 신뢰성 문제를 보완

하기 하여 사용하는 재 요구 메시지 한 체 네트

워크 트래픽을 더욱 증가시키게 되어 에 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Directed Diffusion(DD)[7]은 데이터 심  주문형 

라우  로토콜로서 표 인 라우  기법이다. Di-

rected Diffusion은 세 단계로 나 어 데이터를 송한

다. 첫 번째 단계는 싱크 노드가 체 노드에게 러딩 

방식으로 ADV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를 가지고 있는 소스 노드의 치를 탐색하며, 두 번째 

단계는 소스노드로부터 싱크노드까지 역방향으로 자신

에게 ADV 메시지를 송해  첫 노드를 연결하도록 

경로를 추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단 경로에 가장 

가까운 경로를 확정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소스노드로

부터 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도록 한다. 

Directed Diffusion은 첫 번째 단계인 소스노드 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러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단

순한 통신 기법인 로드캐스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

다는 과 최단 경로에 가까운 경로설정  다  경로 

설정 등을 통하여 에 지 효율 으로 데이터를 송한

다는 으로 인하여 재 라우  설계 시 성능평가의 

기 으로 사용되고 있다[8,13-17]. 그러나 Directed Dif-

fusion의 소스 노드의 치를 찾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러딩 기반의 질의 메시지 로드캐스 은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들이 불필요한 통신 참여함으로써 력 소

모가 크다는 문제 이 제기되고 있다[8].

방향성 메시징(Directional Messaging: DM) 로토

콜[8]은 싱크노드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소스

노드의 치를 탐색하는 경우, 즉 Directed Diffusion에

서의 첫 번째 단계에서 러딩을 사용하여 ADV 메시

지를 방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체 노드들의 불필요

한 통신 참여 문제를 개선한 라우  기법이다. 즉, 방향

성 메시징 기법은 기 경로 설정 시, 러딩을 사용하

는 신 ADV 메시지 내에 송 방향에 한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네트워크의 특정 역의 노드들만 통신

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에 지 소

비를 인다. 제한된 특정 탐색 역에서 원하는 소스 

노드를 찾지 못할 경우, 다음 특정 역을 지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최악의 경우에 러딩과 동일하게 네트

워크  역을 탐색한다.

그림 1은 체 네트워크를 싱크노드의 치를 (0,0)으

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 으로 4분면으로 나 어 방향성 

메시징을 용하는 경우의 기 경로 설정 단계의 알고

리즘이다.

그림 1의 direction1과 direction2, direction3, direction4

는 그림 2와 같은 조건을 가지는 노드들로 나 어진다.

그림 3은 그림 1의 알고리즘을 용한 경우의 소스노

드 탐색 과정을 나타내 보인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향성 메시징 기법은 메

시지 송 역 내에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는 소스 노

드가 존재할 경우, 해당 역을 제외한 다른 역의 노

드들은 통신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경로 설정 단

계로 넘어감으로써 에 지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지정된 

탐색 역에서 소스노드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탐

그림 1 방향성 메시징 알고리즘[8]

그림 2 방향성 메시징의 송 역 분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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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rection1 탐색         (b) direction2 탐색

  

     (c) direction3 탐색         (d) direction4 탐색

그림 3 방향성 메시징의 소스노드 탐색 과정[8]

색 역으로 ADV 메시지를 송한다. 그러나 그림 3의 

(d)와 같은 최악의 경우, 방송을 통해 체 네트워크 노

드들이 통신에 참여하도록 하는 러딩 기법과 마찬가

지로 비효율 인 에 지 소비량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3의 (b), (c), (d)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탐색 역의 경계선 인근 노드들(표시된 부분)은 복된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하여 다른 노드들에 비해 에 지 

소비량이 크며 이로 인한 네트워크 체의 수명 단축의 

문제 이 있다. 이와 같은 상은 하나의 싱크노드를 기

으로 탐색 역을 분할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림 

3(a)로부터 (d)까지의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복된 메

시지가 송수신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밖에도 [14]는 네트워크를 부분 으로 분할하여 클

러스터로 구성하고 계층별로 라우  함으로써 로드캐

스 으로 인한 불필요한 메시지 송의 문제를 개선하

는 계층  모델 라우 을 제안하 다.

[15]는 ad-hoc 평면 모델 데이터 심  라우  방식

과 주소-기반(address-based) 라우  방식을 혼합하여 

로드캐스 을 사용하는 러딩의 문제를 개선하는 라

우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소스노드가 있는 목

지 역에 한 사  치정보를 포함하는 질의 메시지

를 싱크노드로부터 목 지 역까지의 경로에서는 일

일 통신을 사용하여 달하고 목 지 역에 이르게 되

면 해당 목 지 역 내에서는 로드캐스 으로 달

한다. 그러나 [15]의 라우  기법은 목 지 역까지의 

경로에서 러딩에 비해 매우 큰 에 지 감효과를 나

타내는 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스노드의 치에 

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3. 비 복 방향성 메시징 로토콜의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Non- 

Redundant Directional Messaging: NR-DM)은 기존

의 방향성 메시징 로토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분할

된 탐색 역 경계선 주변 노드들의 복 메시지 송·수

신을 임으로써 향상된 에 지 효율성을 나타내 보인

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은 복 메시지 송수신 감소

로 인한 에 지 효율성의 향상 정도를 나타내기 하여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과 동일한 조건의 그리드 토폴로

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방향성 메시징의 복 메시지 송수신 문제는 소스노

드 치 탐색 과정에서 싱크노드를 심으로 탐색 역

을 분할함으로써 비롯된다. 따라서 비 복 방향성 메시

징은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과 달리 싱크 노드로부터 1

홉 거리에 있는 노드들  탐색 기  노드를 설정함으

로써 근본 으로 메시지 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색 

역을 분할한다.

그림 4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 알고리즘이다.

그림 4의 sink_node는 싱크 노드를 의미하며 모든 

노드들은   좌표 값을 가지도록 정의되어 있다. 

seed1, seed2, seed3, seed4는 싱크 노드로부터 1홉 

거리에 있는 노드들 에서 탐색 역의 기 이 될 수 

있는 노드들이다.

그림 4의 find_seed_node()단계는 싱크노드로부터 

처음 질의 메시지를 받는 네 개의 노드(seed1, seed2, 

seed3, seed4)를 찾는다.

search_area() 단계는 분할된 탐색 역으로 질의 메

시지를 러딩한다. 질의 메시지는 각 탐색 역 별로

그림 4 비 복 방향성 메시징 알고리즘

그림 5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메시지 송 역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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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탐색 역 분할

각기 다른 seed  노드의 치 좌표와 송 방향 정보를 

포함하며 이때, 질의 메시지를 받은 노드들은 송 방향 

정보를 분석하여 자신의 치좌표  seed  노드의 치 

좌표를 근거로 송을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결정

한다.

메시지 송 방향은 direction1, direction2, direc-

tion3, direction4으로 결정하며 각 탐색 역의 분할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크 노드의 좌표와 네 개

의 seed 노드의 좌표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그림 6은 그림 4와 그림 5에서의 비 복 방향성 메

시징에 의하여 메시지 송 역을 분할한 것이다. 그림 

6은 싱크노드를 심으로 좌표를 설정한다. 분할 송의 

시작이 싱크노드에서 각각 1홉씩 멀어진 경우, 모든 구

간이 서로 배타 으로 분할됨을 알 수 있다.

4. 모의실험  에 지 효율성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 로토

콜은 NS-2[19]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 로

토콜과 에 지 효율성을 비교한다.

본 논문의 시뮬 이션은 [8]에서 사용한 모의실험 환

경과 동일한 설정으로 구성하 다. 즉, 지그비 구조에 

기반을 둔 100m × 100m 역에 노드들을 한 홉 간격의 

격자 모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하 으며 싱크노드는 

네트워크를 앙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센서 노드

의 무선 역폭은 100Kbps이고, 메시지의 길이는 총 

5byte로 설정하 으며 그림 7과 같이 seed 노드의 치

정보  방향성 정보 필드를 메시지 헤더에 추가하도록 

설정한다.

한, 각 노드의 에 지 소비량은 [20]에서와 같이 

기(1): 수신(2): 송신(2.5)의 비율의 계를 유지하도록 

설정한다.

그림 7 메시지 헤더내의 seed 노드 좌표  방향성(탐

색 역) 정보

그림 8 비 복 방향성 메시징에서 싱크노드의 ADV 

메시지 송(실선: 송수신 노드 범 , 선: 수

신 노드 범 )

그림 8은 앙에 싱크노드가 있는 경우, 싱크노드로부

터의 ADV 메시지 송 범 를 나타낸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노드

들은 싱크노드로부터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메시지의 방

향성을 분석한 뒤 계속 송하는 노드와 그 로 수신만

으로 동작을 멈추는 노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8의 

선으로 구분된 역은 비 복 방향성 메시징 로토

콜에 따른 송 역 구분의 결과로서 싱크노드로 부터

의 ADV 메시지를 수신하는 노드들을 포함한다. 그림 8

의 실선으로 구분된 역은 수신한 ADV 메시지를 방

향에 따라 다음 노드로 달하기 한 메시지 송을 

수행하는 노드들을 포함하는 역이다.

그림 9는 방향성 메시징(DM)과 비 복 방향성 메시

징(ND-DM)의 네트워크 노드의 집도 변화에 따른 

체 네트워크 에 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에 비해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의 복 메

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에 지 소비의 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체 네트워크를 탐색한다.

네트워크의 집도가 증가하여 단  면  당 노드 수

가 많아지는 경우, 각 노드의 송 범  내에 포함되는 

주변 노드의 수가 증가한다. 즉, 방향성에 따라 분할된 

송 역 경계선 주변의 노드 수가 증가하며 따라서 

방향성 메시징의 복 송수신 노드 수가 증가한다. 그림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집도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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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집도 변화에 따른 총 에 지 소비량

그림 10 1회 소스 노드 탐색을 한 에 지 소비량

라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은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의 

복 메시지 송수신으로 인한 총 에 지 소비량을 1

6%～40%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비 복 방향성 메시징(NR-DM)과 방향성 

메시징(DM)에서 한 번의 소스 노드 탐색을 해 소비

하는 에 지  량을 구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한 번

의 탐색으로 체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Directed Dif-

fusion(DD)의 에 지 소비량을 비교를 해 사용한다.

그림 10에서 나타내 보이듯이 1회 메시지 송으로써 

체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Directed Diffusion과는 달리 

방향성 메시징과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은 구간별 탐색

이 진행됨에 따라 에 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direction1에서의 방향성 메시징과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에 지 소비량은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 보이지만, 역별 탐색이 진행됨에 따라 경계선 

주변 노드의 복 메시지 송수신을 인 결과,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에 지 소비량의 증가율이 방향성 메

시징에 비해 하게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의 결과로부터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을 사용

하는 경우, direction1  direction2, direction3 역별 

탐색으로써 Directed Diffusion에 비해 각각 67%, 38%, 

12%, 방향성 메시징에 비해 각각 3%, 12%, 15%의 에

지 효율성 증가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1 치에 따른 에 지 소비량 측정을 한 노드 

배치도

direction4 역에 소스노드가 치할 경우, 비 복 방

향성 메시징은 새로운 부분 탐색이 순차 으로 진행될 

때마다 싱크노드가 새로운 ADV 메시지를 조성하고 이

를 seed 노드들에게 로드캐스 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버헤드로 인하여 Directed 

Diffusion에 비해 5%정도의 에 지 소비가 증가하지만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에 비해서는 21% 에 지 소비 감

소를 나타내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각 노드의 에 지 소비량을 측정하기 한 

격자형 네트워크 노드 분포도이다.

그림 11의 노드 분포도는 집도 0.0081인 경우, 싱크

노드를 네트워크 심인 1번 노드 치에 두고 1홉 거리

의 노드들을 2번～9번으로 설정한다. 한 탐색 의 

경계선 주변에 놓인 노드들을 10번～33번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노드들을 각 역 내에서 순서 로 치시킨다.

그림 12는 그림 11과 같이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

의 치에 따른 에 지 소비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복 방향성 메시징

과 방향성 메시징은 싱크 노드에서 1홉 거리에 있는 A 

그룹에 속하는 노드들과 역 간 경계선 주변노드에 

치하는 B 그룹에 속하는 노드들의 에 지 소비량에서 

16%～40%의 큰 차이를 보인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

의 A 그룹에 포함되는 노드들의 에 지 소비량의 감소

는 한번의 ADV 메시지 송에 의해 각 역별 seed 

노드를 설정함으로써 같은 메시지 송을 반복해서 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B 그룹에 속하는 노드들의 경우, 자신이 소스

노드가 아니면 수신만 실행할 뿐 메시지 송을 하지 

않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결국, 비 복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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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노드 치에 따른 에 지 소비량( 집도 0.0081)

그림 13 탐색 횟수에 따른 손실 노드의 수( 집도 0.0081)

메시징은 탐색 역 경계선 주변 노드들의 복된 메시

지 송수신을 임으로써 체 노드들의 고른 생존 시간 

연장  네트워크 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나타

내 보인다.

그림 13은 집도 0.0081의 네트워크인 경우, 소스 노

드 탐색이 진행되는 횟수에 따라 손실되는 노드 수를 

비교한 모의실험 결과이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복 방향성 메시징

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 노드 탐색  메시지 송 횟수

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을 사용하는 경

우에 비하여 에 지 완  소비로 인한 손실 노드의 수

가 20%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분야의 

범 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신뢰성을 요구

하는 응용분야의 경우 제한된 자원을 가지는 센서 노드

의 한계성으로 인한 짧은 네트워크 생존기간에 한 근

본 인 책 마련이 매우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소스

노드를 탐색을 해 로드캐스 하는 것으로 인한 비

효율 인 에 지 소비 형태를 이기 해 제안된 방향

성 메시징 기법의 탐색 역 경계선 주변 노드들의 

복 메시지 송･수신  불필요한 통신 참여에 의해 불필

요한 에 지를 소비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NS-2를 이용한 모

의실험의 결과로써 에 지 효율성의 증가를 나타내 보

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서로 복되지 않도록 탐색

역을 나 는 작업은 싱크노드가 아닌 싱크노드로부터 

1홉에 송될 수 있는 노드들 에서 선택한다. 탐색 

역 경계선 주변 노드들 역시 복 메시지 송수신을 하

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과 비교

할 수 있도록 하 다.

비 복 방향성 메시징의 모의실험 결과, 네트워크의 

집도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체 에 지 소비량은 증가하지

만 복 메시지 송수신 노드에 의한 불필요한 에 지 

소비량은 기존의 방향성 메시징에 비하여 최  40%까

지의 감소율을 나타내 보 다.

한, 경계선 주변 노드들의 불필요한 에 지 소비의 

개선으로 인하여 체 네트워크의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분 탐색 역 경계선 

주변 노드들의 에 지 소비량이 16%이상 감소함으로써 

체 네트워크 생존 기간 연장 한 16%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 복 방향성 메시징 기법은 

그리드 토폴로지를 가정하여 설계되었다. 그리드 토폴로

지의 장 은 로토콜의 설계가 용이하고 사용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지만 실제상황 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탐색 

역 분할을 ad-hoc 토폴로지 네트워크에 용하도록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드의 치정보의 부정확

성, 통신 에러, 네트워크 집도  규모의 변화 등에 

하여 더욱 정 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한 로토

콜 알고리즘의 설계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고 신뢰도 응용 분야에서의 정보 보안을 한 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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