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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가 센싱한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싱크 노드에게 전달한다. 지금까지
의 센서 네트워크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싱크 노드의 이동성이 보장된다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ULSE 프로토콜은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에너지 효율적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ULSE 프로토콜의 펄스 플
러딩 사이에 네트워크 일정 범위 내의 플러딩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인터 펄스 플러딩을 추가하여 싱크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인 M-PULSE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인 PULSE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싱크

유비쿼터스 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선 센서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인 M-

네트워크는 다수의 센서 노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다.

PULSE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모델링을 통해 우수성을

각 센서 노드는 주변 환경을 센싱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검증한다.

수집된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싱크 노드에게
전달한다. [1]

분야에서

논문의

프로토콜을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군사용, 환경 감시용, 산업용 등
다양한

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구성은

다음과

살펴보고

같다.

3장에서

2장에서

제안한

PULSE

M-PULSE

프로토콜을 설명한다. 4장에서 모델링을 통해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발전하였다. 특히 애드 혹 네트워크와는 달리 센서
노드들은 제한된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를

2. PULSE 프로토콜 [4]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연구되어 왔다.
[2]
한편 센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위치에서

PULSE 프로토콜은 에너지 효율적인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PULSE 프로토콜은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노드를 바탕으로 연구되었고

경로를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는 그다지 진행되지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이며, 슬립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않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싱크 노드의 경우

높였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의 동기화를 맞출 수 있다.

이동성이 지원된다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의 성장동력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번호 10016756)

유지하기

위한

펄스

패킷을

플러딩

하는

그림 1은 PULSE 프로토콜의 시간에 따른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다. 싱크 노드는 주어진 펄스 플러딩 간격마다 펄스
플러드 패킷을 전체 네트워크로 플러딩한다. 각 노드는
일정한 싱크 에러 보정 시간 후에 펄스 플러드 패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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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싱크 노드까지의 경로를 설정한다.

에너지 소모를 막는다.

플러딩이 끝나면 통신할 데이터가 있는 노드는 예약
시간을 통해 예약 패킷을 싱크 노드까지 보낸다. 이 때
데이터를 보내는 노드와 싱크 노드 사이의 노드는 예약
패킷을 받게 된다. 예약 시간동안 예약 패킷을 받지 못한
노드는 일정시간 슬립 모드로 들어감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한다. 예약 패킷을 받은 노드는 데이터를 포워딩해야
하므로 슬립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그림 2. M-PULSE 프로토콜의 동작

보통 인터 펄스 플러드 패킷은 2홉만 플러딩된다. 싱크
노드가 이동시 이동 전의 싱크 노드 바로 전의 노드에서
경로가 깨어지고 싱크 노드는 경로가 깨어진 노드와의
경로만 복구하면 통신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싱크
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라 인터 펄스 플러드 패킷의 플러딩
범위가 결정되고 MICA2[5]와 같이 250m의 통신 거리를
그림 1. PULSE 프로토콜의 동작

갖는 802.11 MAC[6]을 가정할 경우 시속 100km까지는
2홉으로 경로가 복구될 수 있다. 또한 홉수를 3홉으로

펄스 플러드 사이에 여러 번의 웨이크업 시간이 있어서

늘릴 경우 170km까지 경로가 복구가 가능하다.

그 시기마다 예약을 수행하고 새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싱크 노드로 데이터가

이를 통해 펄스 플러드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싱크 노드 주변의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를 더욱 절약할 수 있다.

노드의 에너지가 빨리 소모된다. M-PULSE 프로토콜은
펄스 플러드 패킷 사이에 인터 펄스 플러드 패킷을

3. M-PULSE : Mobile PULSE 프로토콜

플러딩함으로써 싱크 노드 주변의 센서 노드에 대한 경로
오류를 빠르게 복구시킬 수 있다.

M-PULSE 프로토콜은 기존의 PULSE 프로토콜에 싱크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모이는 싱크 노드의 이동

노드의 이동성 지원을 위해 펄스 플러딩을 수정한 인터

패턴에 따라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가 다른 양상을 보일

펄스 플러딩을 추가했다. 싱크 노드가 이동할 경우 펄스

수 있다. 다양한 에너지 소모 양상에 따라 통신을 못하는

플러딩 패킷에 의해 만들어진 경로는 싱크 노드 바로 앞의

센서 노드가 생긴다.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 양상에

노드에서 경로가 끊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펄스 플러드

따라 인터 펄스 플러딩의 범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패킷의 플러드 범위를 수정하여 경로를 복구하면 싱크

즉 2홉, 4홉 등의 범위를 갖는 인터 펄스 플러드 패킷을

노드와 경로가 끊어진 노드를 복구할 수 있다.

정책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라이프 타임을

그림 2는 M-PULSE 프로토콜의 동작을 나타낸 그림이다.

늘릴 수 있다.

펄스 플러드 패킷 사이에 인터 펄스 플러드 패킷을

또한 M-PULSE 프로토콜은 인터 펄스 플러딩을 함으로

플러딩한다. 인터 펄스 플러드 패킷은 전체 네트워크에

인해 펄스 플러딩 간격을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러딩되지 않고 정해진 범위만 플러딩됨으로써 과도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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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프로토콜은 펄스 플러딩 간격을 1초이상으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M-PULSE 프로토콜은 펄스
플러딩 간격을 늘리고 경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범위만큼 인터 펄스 플러딩을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PULSE

프로토콜과

M-PULSE

프로토콜의

소모를 모델링 하였다.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E f : 펄스 플러딩시에 소모되는 에너지

연결성은 보장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모를

E e : 싱크 에러시에 소모되는 에너지

줄일 수 있다.

E r : 예약 시간에 소모되는 에너지
E s : 슬립 시간에 소모되는 에너지

4. M-PULSE 모델링

에너지

E p : PULSE 프로토콜에서 펄스 플러딩 간격에서

M-PULSE 프로토콜과 PULSE 프로토콜의 경로 복구
시간 및 에너지 소모를 모델링 하였다.

소모하는 에너지

E mp : M-PULSE 프로토콜에서 펄스 플러딩 간격에서

4.1 경로 복구 시간

소모하는 에너지

싱크 노드의 이동으로 인해 경로가 깨어졌을 경우 경로
복구 시간을 모델링하였다.
경로가 깨어졌을 때 경로가 복구되기 위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m × (Te + Tr + Ts ) + Ts + T f + Tr

(1)

nt : 네트워크 전체 센서 노드 수
nm : 인터 펄스 플러딩 범위 내의 센서 노드 수
nc : 데이터 통신 또는 예약에 참가하는 센서 노드 수
Trc : 예약 시간에 실제로 통신한 시간
et : 전송 전력
er : 수신 전력
ei : 대기 전력
es : 슬립 전력

이때 사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펄스 플러딩시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m : 에러 이후 다음 펄스 플러딩까지 웨이크업 횟수
E f = n t × et × T f

Te : 싱크 에러 시간

Tr : 예약 시간
T s : 슬립 시간
T

f

로 표현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싱크 에러, 예약, 슬립시의
에너지 소모는 다음과 같다

: 플러드 시간

(1)의 식에서
간격이고

Te + Tr + Ts 는 웨이크업 시간 및 그

Ts + T f + Tr 는 펄스 플러드 시간이다.

M-PULSE

프로토콜의

(2)

경우

PULSE

프로토콜보다

E e = nt × ei × Te
E r = nc × (et + er ) × Trc + nc × ei × (Tr − Trc )
+ (nt − nc ) × ei × Tr
E s = nc × (eT + er ) × Tc + nc × ei × (Ts − Tc )
+ (nt − nc ) × es × Ts

(3)
(4)

(5)

평균적으로 m이 작아진다. 이는 M-PULSE 프로토콜이
경로를 복귀하기 위해 PULSE 프로토콜보다 인터 펄스
플러딩을 자주 수행하기 때문이다.

PULSE 프로토콜은 펄스 플러딩 간격을 조절할수 있다.
펄스 플러딩 주기마다 3번의 웨이크업 시간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PULSE 프로토콜에서 펄스 플러딩 주기에

4.2 에너지 소모

소모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2), (3), (4), (5)에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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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였다. 또한 펄스 플러딩 간격을 늘릴수 있게 되어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에너지 효율성도 증대되었다. 또한 M-PULSE 프로토콜과

4 E s + 4 E r + 4 Ee + E f = E p

(6)

PULSE 프로토콜을 모델링을 통해 비교하였다.
향후

실험을

통해

M-PULSE

프로토콜과

PULSE

프로토콜을 비교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적절한 펄스
M-PULSE 프로토콜에서는 인터 펄스 플러딩으로 인해

플러딩 간격 및 인터 펄스 플러딩 간격 제안이 필요하다.

펄스 플러딩 주기를 PULSE 프로토콜보다 길게 할 수 있다.
M-PULSE

프로토콜의

펄스

플러딩

주기를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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