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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한 많은 라우  로토콜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

만 기존에 제안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은 특정 상황  응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 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에서는 데이터 달의 정확성  에 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퍼지 추론 시스템을 이용한 라우  로토콜 

선택 기법과 라우  로토콜의 동  배치 기법을 기반으로 한 퍼지 응형 라우 (FAR)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

센터 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센싱, 계산, 무선 통신 능

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센서 노드(Sensor Node)들

과 싱크 노드(Sink Node)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들

은 일반 으로 센서 노드들이 배치되는 역인 센서 

필드 내에  흩뿌려지며, 각 센서 노드는 센싱한 데

이터를 외부에 있는 싱크 노드까지 달한다. 그리

고 싱크 노드는 센서 네트워크를 인터넷과 같은 기

존 통신 인 라와 연결하여, 사용자가 수집한 데이

터에 근할 수 있도록 해 다[1].

   부분의 응용에서 센서 노드에 공 되는 에 지

는 제한 이다. 따라서 센서 노드의 수명을 연장하

기 해서는 에 지 소모를 최소화 하는 라우  알

고리즘의 설계가 매우 요하다. 문제 은 지 까지 

에 지 효율을 고려한 많은 라우  알고리즘이 제안 

되었지만, 기존의 알고리즘은 특정 상황  응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라우  알고리

즘만으로는 동 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상황 하에

서 에 지 효율성  데이터 달의 정확성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퍼지 기반의 응형 라우 (FAR: Fuzzy Adaptive 

Rout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AR 알고리즘은 기

존에 연구된 라우  로토콜 에서, 퍼지 추론 시

스템을 사용하여 주어진 네트워크의 상황 하에서 가

장 합한 라우  로토콜을 결정한 후 센서 노드

들이 선택된 라우  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하도록 하여 네트워크의 상황 변화 하에서도 에

지 효율성과 데이터 달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퍼지 기반의 응형 라우  알고리즘

2.1 가정

   FAR 알고리즘을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204

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노드는 LEACH[4]와 동일한  모델

(Radio model)을 사용한다.

- 싱크 노드는 지속 으로 원 공 을 받는다.

- 모든 노드는 자신의 치를 알고 있다.

- 센서 노드는 임의의 라우  로토콜을 동 으로 

탑재할 수 있다.

   LEACH의  모델을 사용하면 싱크 노드는 센

서노드 제어를 한 메시지를 한번에 먼 거리까지 

직  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센서 노

드들이 라우  할 필요가 없어지며, 이는 센서 네트

워크 체의 에 지 소모를 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 알고리즘을 해서는 센서 노드가 

임의의 라우  로토콜을 동 으로 재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를 실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능동 

네트워크 기술(Active networking technologies)을 

활용하는 것이다[5]. 

2.2 알고리즘 수행 차

FAR 알고리즘은 기본 으로 기화(Initialization), 

로토콜 선택(Protocol selection), 직  코드 배포

(Direct code distribution), 직  로토콜 교체

(Direct protocol switching), 데이터 송(Data 

transmission)의 5단계로 구성되며, 외 상황에 

해서는 요구응답 코드 배포(On-demand code 

distribution), 요구응답 로토콜 교체(On-demand 

protocol switching)단계가 추가된다.

• 기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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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화 단계

   사용자는, (그림 1)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재 

수행하려는 임무에 합한 여러 개의 라우  로토

콜 코드와 이에 한 해시코드(Hash code), 기 네

트워크 환경에 한 매개변수(Parameter), 퍼지 소

속 함수(Fuzzy membership function), 퍼지 규칙

(Fuzzy rules)등을 싱크 노드로 송한다.

• 로토콜 선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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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토콜 선택 단계

   싱크 노드 내부에 있는 퍼지 기반 로토콜 선택

기(FBPS: Fuzzy Based Protocol Selector)는 (그림 

2)와 같이 재의 네트워크 상황을 나타내는 매개변

수를 입력 받아 각 로토콜에 한 합도(Fitness)

를 계산한다. 그리고 각 로토콜의 합도가 결정

되면 이 에서 가장 큰 합도를 가지는 로토콜

을 선택한다. 재의 상황에서 가장 사용하기 합

한 라우  로토콜을 결정하는 FBPS에 한 자세

한 사항은 2.3 에서 설명한다.

• 직  코드 배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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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직  코드 배포 단계

   싱크 노드는 로토콜 선택 단계에서 선정된 라

우  로토콜의 해시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라우  

로토콜을 센서 노드로 배포한 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배포하 다면 직  로토콜 교체 

단계로 넘어간다. 만약 센서 노드로 배포한 이 없

는 라우  로토콜이라면 싱크 노드는 (그림 3)과 

같이 라우  로토콜 코드와 이에 한 해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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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한 패킷을 로드 캐스  한다. 한편, 싱크 

노드로부터 라우  로토콜 코드를 받은 센서 노드

는, 수신한 로토콜 코드를 추가 탑재하고 이를 사

용하여 라우 을 시작한다.

• 직  로토콜 교체 단계

   싱크 노드는 선택된 로토콜이 재 사용 인 

경우 이 단계를 종료한다. 그 외의 경우라면 싱크 

노드는 해당 로토콜에 한 해시코드를 로드 캐

스  한다. 싱크 노드로부터 해시코드를 받은 센서

노드는 재 사용하고 있는 라우  로토콜을 해시

코드와 일치하는 로토콜로 교체한다. 이 단계는 

불필요한 라우  로토콜 코드의 재 송 신, 크

기가 작은 해시코드를 송하여 로토콜을 교체 하

도록 함으로써 에 지 소모를 여 다.

   한편, 센서 노드가 싱크 노드의  도달 범  

밖에 배치된 경우에는 직  코드 배포 단계에서 라

우  로토콜 코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음의 단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 요구응답 로토콜 배포 단계

 
User

Internet

40m

TEEN H(TEEN)

Sink Node

(그림 4) 요구응답 로토콜 배포 단계

  이벤트를 센싱한 센서 노드가 라우  로토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림 4)와 같이 로토콜 

코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주변 노드로 로드 캐스

 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주변 노드들은 재 사

용 인 라우  로토콜의 코드와 해시코드를 와 

같이 요청한 노드로 송한다. 

• 요구응답 로토콜 교체 단계

    센서 노드는 재 선택되어 있는 라우  로토

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 한다. 이 데이터를 수

신한 주변 센서 노드는 송신 측의 라우  로토콜

이 재 사용 인 라우  로토콜이 아니라고 

단되는 경우 해시코드를 로드 캐스 하여, 로토

콜을 교체하도록 한다. 

• 데이터 송 단계

   센서 노드는 재 선택된 라우  로토콜을 사

용하여 데이터 송을 수행한다.

2.3 퍼지 기반 로토콜 선택기(FBPS)

   FBPS는 퍼지 추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의

사 결정 시스템으로, 재의 네트워크 상황 하에서 

가장 한 라우  로토콜을 선택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FBPS의 입력 변수는 네트워크 환경의 요소

를 표 하는 퍼지 집합으로, 이 에서 "Number of 

nodes"는 임무 수행을 해 배치되는 센서노드의 수

를 의미하며, "Network diameter"는 센서 네트워크

가 배치된 역의 직경이다. 출력 변수인 "Fitness"

는 라우  로토콜이 재의 상황에 얼마나 합한

지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입출력 변수의 구성  

범 는 다음과 같이 설정 하 다. 

Number of nodes = {Small, Medium, Large}

   Range : 100 - 1000

Network size = {Small, Medium, Large}

   Range : 100 - 600m

Fitness = {Very Good, Good, Normal, Limited, Very Limited}

   Range : 0 - 100

   본 논문에서 교체용 후보 로토콜로 선택한 

TEEN[6]은 센서 노드에서 클러스터 헤드 노드를 

거쳐서 기지노드로 한번에 송되기 때문에 일정 지

역안의 센서노드 수가 증가 하더라도 라우  횟수는 

일정하며, 따라서 체 네트워크의 에 지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Directed Diffusion은 

interest를 러딩(flooding)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지역안의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체 네트워크

의 에 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 즉, TEEN

은 Directed Diffusion에 비해서 상 으로 확장성

(Scalability)이 좋은 라우  로토콜이다[1,2]. 한편 

TEEN은 클러스터 헤드가 무작 로 결정되기 때문

에, 센서 노드가 매우 범 한 지역에 배치된 경우, 

싱크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의 최   송 거리

보다 먼 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곳

에 치한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송되는 모든 데이

터는 싱크 노드가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곧 에 지 

낭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LEACH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TEEN은 넓은 지역에 배치된 경우 에 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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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이 떨어진다[3]. 반면에 Directed Diffusion은 멀

티 홉 라우  방식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배치되

더라도 와 같은 문제없이 싱크 노드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표 1>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Directed Diffusion에 한 퍼지 규칙의 일부

이다.

<표 1> Directed Diffusion에 한 퍼지규칙

RULE 0: IF (Number_of_nodes is Small) AND (Network_Diameter is 

Small) THEN (Fitness is Normal);

RULE 1: IF (Number_of_nodes is Small) AND (Network_Diameter IS 

Medium) THEN (Fitness is Limited);

RULE 2: IF (Number_of_nodes is Small) AND (Network_Diameter IS 

Large) THEN (Fitness is Very Limited);

  

Number of nodes  = 300

Network Diameter  = 100 m

Network parameters

input

output
TEEN

Fuzzifier DefuzzifierFuzzy Inference engine

Fuzzy rule base

Fitness

TEEN                  = 80.71

Directed diffusion = 49.96

protocol selector

(그림 5) 퍼지 기반 로토콜 선택기(FBPS)

   (그림 5)는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

성한 FBPS의 구조이다. 룰 베이스에는 각 라우  

로토콜마다 9개로 구성된 if-then 규칙을 가지고 

있다. 추론 과정에서는 맘다니(Mamdani) 모델의 

min-max 합성(Composition)방법을 사용하고, 실수

값 출력을 한 역퍼지화(Defuzzification)방법에는 

무게 심법(Center of Area)을 사용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 인 센서 네트워크 환경 하에

서도 데이터 달의 정확성  에 지 효율성을 보

장하기 한 방안으로 FAR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FAR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한 라우  로토콜을 선택하여, 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달하는 방식으로 효율 인 라우 을 수

행한다. 한 본 알고리즘을 한 핵심 요소인 

FBPS에서는 네트워크의 상황에 한 매개변수를 

입력 받아서 각 라우  로토콜에 한 합도를 

계산하여, 합도가 가장 큰 라우  로토콜을 선

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수많은 네트워크 상

황에 한 각 라우  로토콜의 합도는 명확한 

수치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FBPS에 퍼지 추론 시

스템을 도입하 다.

4.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는 체계 으로 잘 정립된 이

론인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7]을 기반으로 센서 네트워크 환경  라우

 로토콜 모델링 한 후, 동 인 센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FAR 알고리즘과 Directed Diffusion, 

TEEN의 평균 에 지 소모량, 데이터 달 정확도 

등의 성능 분석을 한 시뮬 이션을 수행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시뮬 이션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

여 동 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제안한 라우  알

고리즘의 효율성을 증명하고, 실제로 용 가능한 

분야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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