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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감지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

는 능력과 네트워크의 최대 생존시간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선센서 에너지원은 배터리

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실시간 정보전송을 위해 통신모듈의 전원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조기에 
네트워크의 생존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에너지소모를 낮추기 위해 
전송 주기를 길게 하면 전송지연이 발생되어 위급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모듈을 DUAL BAND 로 이중화하고 송수신모드를 세분화하

여 각 모듈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상황에 맞게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모량과 전송지연시간을 계산한 결과, 중요한 군사적 목적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
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시간전송과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동시에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
반기술로써 각종 통신기술, 통신망기술, IPv6 관련기술

과 더불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하

게 대두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유비

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이유는 활용도면에서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가정, 학교, 공장, 환경, 생태, 
구조물, 건강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혹은 상황에 맞
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충격, 인체감

지 등의 각종 센서가 감지하는 현실에서의 감지데이

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처리기능을 갖춘 관리시스

템으로 전송해주는 기반역할을 하기때문이다[1][2].  
또한 이처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만큼이나 다양

한 기술적 이슈가 거론되고 있으며 센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적인 특징과 센서배열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3][4] 및 라우팅기법[5][6] 등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

만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은 아래 (그림 1)에
서처럼 에너지 효율을 위해 데이터 전송주기를 길게 
늘이게 되면 데이터 전송의 신속성이 결여되어 특정 
분야에서는 센서로부터 감지된 긴급한 정보를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와 반대

로 데이터 전송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전송

을 자주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조기에 네트워크의 생존력을 잃게 되거나 배터리가 
소진된 센서가 위치한 곳의 감지능력을 잃게 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데이터전송의 긴급한 
데이터의 신속한 전송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선한 
에너지 효율적 실시간 데이터 수집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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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송의 즉시성과 에너지 효율성의 상관관계 

2. 관련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과 데이터 전송

의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학교에

서 진행 중인 연구 및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아래와 
내용과 같다. 

MAC 프로토콜[3]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구성의 단
말에 위치한 각 센서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

기 위해 제안된 프로토콜로써 기존 MAC 프로토콜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uty cycle 을 적용

한 S-MAC, idle listening 을 최소화한 T-MAC, active 구
간을 두 개로 늘여 delay 를 최소화한 D-MAC, 남은 
에너지와 패킷 전송률을 감안한 ER-MAC, 전송할 데
이터가 있을 때만 전원을 공급하는 BMA-MAC, 
TDMA 방식을 적용한 ECCA-MAC 등이 제안되어 연
구되고 있다.   

MAC 프로토콜이 센서노드의 특성을 기준으로 제안

되었다면 이와 함께 제안되고 있는 라우팅 기법은 네
트워크의 특성을 기준으로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통신을 위한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고 수 많은 센
서들의 집합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각 센서

노드와 센서노드의 묶음인 클러스터 그리고 베이스 
스테이션간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5][6].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 및 데이터 전
송의 효율성을 위해 제안되는 라우팅 기법으로는 대
표적으로 필요 데이터를 알리고 해당 데이터만 전송

하는 Data-Centric 방식인 SPIN, Directed Diffusion, 
Rumor Routing 가 있고 센서노드의 위치 정보를 이용

한 위치기반 방식인 LAR, GPSR 가 있으며 센서노드를 
클러스터 단위로 묶은 LEACH[4], 또 위치기반과 클러

스터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TTDD 등이 있다[7]. 
또한 위의 프로토콜과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는 환

경에서 센서노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센서의 특성 및 현재상황을 고려한 스케쥴링 기법[8]
이 제안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에너지 효율과 전송지연의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

하여 제안된 기법[9]도 있는데 이는 MAC 프로토콜에 
관한 것으로 S-MAC 의 특징과 T-MAC 의 특징을 기반

으로 동기화를 적용하고 동기화를 위한 CTS 신호의 
carrier 를 감지하여 duty cycle 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Immediacy 

Energy Efficiency 

High 

Low 

Low High 

Real-Time 
Oriented

Energy 
Efficiency 
Oriented 

3. 제안 기법 (UDB, Using Dual Band) 

일반적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주파

수 대역은 UHF 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림 2)에
서 표시한 것처럼 근접한 센서노드들의 고속 통신에

는 적합하지만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베이스 스테이

션과의 통신은 통신거리가 미치지 못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베이스 스테이션과 센서노드 혹은 클러스터 
헤드를 Topology 로 묶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면서도 에너지 소모가 적
은 VHF 를 사용하면 충돌 문제 발생 등 통신의 제약

이 많지만 특히 고속 통신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어렵

다. 

 
(그림 2) 주파수 대역의 전송범위 

제안하는 기법, UDB(Using Dual Band)에서는 이러한 
주파수 특성을 이용하여 센서노드의 하드웨어[10]에서 
통신부의 구성을 (그림 3)과 같이 이중화하였으며 
UHF Band 는 근접 센서노드 사이의 통신, 혹은 센서

노드와 해당 클러스터 노드와의 통신, 클러스터 노드

와 베이스 스테이션과의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고  

VHF  Band 는    각 센서노드와  베이스 스테이션과의 
 

 
(그림 3) 센서노드의 하드웨어 구성 

* Rising Delay time 

* Rising Energy Consumpti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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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신용에 사용하며 <표 1>과 같이 송수신 모
드를 세분화하여 운영된다. 

 
<표 1> 송수신 모드 

Name Event Source Descritption 

Gather Mode Base Station Sensor Data 수집 
Urgent Mode Sensor Node 긴급 상태 발생 
Install Mode Sensor Node 신규 Sensor 설치
Wait Mode - 대기상태 

 
Gather Mode 는 일반적인 데이터수집시에 사용되는 

모드로써 베이스 스테이션이 VHF Band 를 사용하여 
Broadcast 방식으로 Event 를 발생시키고 센서노드의 
UHF Band 사용을 준비시키게 된다.  센서노드는 이때

까지는 Wait Mode 에 대기하면서 (그림 4)와 같이 주기

적으로 센서의 감지만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 혹은 전송요구 확인을 위해 UHF Band 를 사용하

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림 4) Wait Mode 에서의 Sensing 

또한 (그림 5)의 (a)와 같이 UHF Band 를 사용하여 
각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경로를 수집함으로써 Gather 
Mode 는 완료되고 전송이 완료된 센서노드는 UHF 
Band 의 전원을 차단하여 에너지소모를 최소화시킨다. 

 
(그림 5) 송수신 모드별 데이터 전송 흐름도 

Urgent Mode 는 Wait Mode 에서 센서노드가 데이터를 
주기적을 감지하다가 긴급한 감지정보 발생시 사용하

는 Mode 로써 이 때는 (그림 5)의 (b)와 같이 센서노

드가 VHF Band 를 사용하여 Event 를 발생시켜 베이스 
스테이션에 긴급 감지정보가 있음을 알리고 UHF 
Band 를 사용 정해진 통신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

를 전송하게 된다. 
함께 제안된 Install Mode 는 센서노드의 신규설치에 

관한 Mode 로써 센서노드가 설치되면 VHF Band 를 사
용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신규 센서노드가 설치되

었음을 알리게 되고 UHF Band 로는 근접한 센서노드

에 이를 알려 베이스 스테이션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신규설치된 센서노드의 경로 설정 용이성과 에너지 
소진으로 인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센서교체를 위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안된 방식에서 각 모드에서 UHF Band 를 사

용하는 통신에는 기존에 제안된 각종 프로토콜과 라
우팅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제안은 기존 기법에

서 얻게 되는 에너지 효율성과 신속성에 더하여 성능

을 극대화하는 데에 목적을 가진다. 

Sensor 
Node 

timer 

Data 

 
4. 분석 결과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석 도구 ns-2[11]를 사용하여 
<표 2>의 조건으로 제안된 기법,  UDB 를 분석하였으 

 
<표 2> 실험조건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WTXnear 660 ㎽ Wsens 60 ㎽ 

WRXnear 395 ㎽  Wsleep 180 ㎼ 

WTXfar 480 ㎽  NTX : NRX 1 : 10 
WRXfar 45 ㎽  NTX : Nsens 1 : 100 

(a) 
 

며 해당 조건 중 센서노드의 에너지 소모는 식(1)과 
같이 송신전력(WTX), 수신전력(WRX), 감지전력(Wsens), 
대기전력(Wsleep)의 합 E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대기전력(Wsleep)은 나머지 전력에 비해서 매우 크기가 
작아 무시될 수 있으므로 분석시에 고려하지 않았다. 

 
(1)

 

(2)
(b) 

분석 결과 기존방식을 사용할 경우 10,610[㎽]를 소
모한데 비해 제안한 방식에서는 7,110[㎽]를 소모해 
기존방식의 67%(33% 절약)의 에너지로 데이터 수

집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UHF Band
의 수신전력(WRXnear)과 VHF Band의 수신전력(WRXfar)
의 비율에 관련된 것으로써 데이터 송신시에는 두 
방식 공히 UHF Band의 송신전력(WTXnear)을 사용하

므로 송신시의 전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그림 6)
에서 볼 수 있듯이Wait Mode에서 주로 소모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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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력(WRX)의 영향만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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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AND 별 수신전력비와 에너지소모의 관계 

이는 아래의  식(3)에 의한  전력비에 따라  식(4)와 

 

 
같은 기울기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함께 분
석된 실제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수집 요청을 확인하

기 위한 회수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소모율

(그림 7).을 확인한 결과 10 회 이상의 수신확인에 1
회 송신이 이루어졌을 경우부터 급격한 에너지 소모

량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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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신회수 대비 송신회수에 따른 에너지소모 

데이터 전송의 신속성에 대해서도 전송경로가 설정

된 경우를 조건으로 확인한 결과 어떠한 지연도 일어

나지 않고 즉시 전송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UDB 기법은 통신 모듈을 이중

화하기 위하여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
으나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 중요하

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 중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데이터 전송의 신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제안

된 UDB 기법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에서 제
안되고 있는 기법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에너지 효율과 실시간 데이터 수집의 중
요도가 높은 군사적인 목적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감
시 목적에서 사용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
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단일 패턴에 대한 파라미터

만 사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실험해 봄으로

써 적합한 사용분야를 찾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제안된 기법 중 어떤 기법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UDB 와 적합한 기법인 지 연구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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