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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러 이동노드들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치인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노드들이 발생시키는 비콘

이나 음  등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노드들이 치확인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RTS메시지와 CTS메시지를 이용하여 충돌을 회피하도록 하는 MIC기법을 제안한다. 다른 

노드가 치확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NTS를 송하여 노드 간에 작업이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키워드: 센서네트워크, 치인식, RTS, CTS, NTS, MIC

1. 서론†

최근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와 마

이크로 로세서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의 발 으로 센서

노드들을 이용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하는 센서네트워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센서네트워크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유비쿼

터스 환경 구성의 필수 인 기반구조가 되고 있다[1,2]. 

다양한 유비쿼터스 어 리 이션들 에서 치기반 서

비스는 사용자의 정확한 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센서네

트워크를 이용한 치인식 시스템에서는 의 속도차이, 

도달 시간차이 는 각도차이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리

를 계산한다.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삼각측량법등의 기법

을 이용하여 노드의 정확한 치를 악한다[3,4,5,6].

치인식에 한 연구는 크게 정 인 노드들의 치인

식과 동 으로 움직이는 노드들의 치인식 문제로 나뉜

다. 정 인 노드들의 경우 몇 개의 비콘 노드나 앵커 노드

만 있으면 넓은 범 에 퍼져있는 노드들에 치를 악할 

수 있다. 하지만 노드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치정보를 알

고 있는 비콘 노드나 앵커 노드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

에서 나 음  등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한다[5]. 

기존의 이동 노드를 한 치인식에 한 연구들은 

부분 노드 하나의 치를 인식하는데 을 두고 있다. 

노드 하나에 한 치 인식 기법을 여러 노드에 한 

치 인식에 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일부 여러 노드의 

치를 추 하는 연구들에서는 노드들을 구분하고 효율

으로 추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7,8,9].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 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

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T-2007-521-D00409)

동시에 여러 이동 노드들의 치를 인식하는 경우  거

리를 측정하기 해 노드들에서 발생하는 비콘 메시지나 

음  등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콘 

메시지나 음 가 충돌하면 거리측정이 불가능해지며 이

는 치인식 불능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들 간의 비콘 메시지나 음  등의 

충돌을 방지하여 거리 측정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 라기반 다  이동 노드 치 인식기법( 

Localization of Multiple Mobile Nodes based on Infra 

Centric, MIC)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MIC기법에서는 이동 

노드가 치 확인 작업 에 RTS(Ready To Send)메시지

를 송하여 작업 시작을 알리고 주  노드들은 

CTS(Clear To Send)메시지를 통하여 작업이 가능함을 알

린다. 만약 이미 다른 사용자가 작업 인 경우에는 

NTS(Not To Send)메시지를 달하여 작업을 연기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치인식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분석하며 3장

에서는 제안하는 MIC기법의 개념과 동작방식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련 연구 

치측정 기술은 측정방식에 따라 삼각측량, 장면분석, 

근 방식 등으로 분류하거나, GPS와 같은 치를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 라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삼각측량법은 기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측정 

방식과 기 으로부터 떨어져있는 각도를 이용하는 각도 

측정 방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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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치인식 기술을 매크로 치인식 시스템과 마

이크로 치인식 시스템 그리고, 센서 네트워크와 같이 무

선이동 노드들의 치를 인식하는 Ad-Hoc 치인식 시스

템으로 나  수 있다[5].

측정된 거리로부터 삼각측량법을 이용하는 치 계산하

는 시스템의 표 인 인 GPS는 AOA(Angle of 

Arrival), TOA(Time Of Arrival),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치를 계산

한다[6].

반면에 인 라가 없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환경

에서는 퍼런스 노드와 RF의 연결성 기반으로 치인식

을 수행하는 Centroid기법과 이동 노드에서 무선으로 연

결 가능한 퍼런스 노드들로 삼각형을 형성하고, 이동 노

드가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이동 노

드가 내부에 있는 삼각형들이 겹치는 역의 심 을 이

동 노드의 치로 인식하는 APIT(Approximation Point 

In Triangulation)기법 그리고 DV(Distance Vector)라우  

알고리즘의 hop-by-hop 라우  정보 송 방법과 GPS의 

삼각측정원리를 이용한 치계산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

는 DV-Hop, DV-Distance 기법 등이 있다[7,8,9]. 

3. MIC 

3.1 기본 개념

MIC는 단일 노드의 치인식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다

 노드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하는 노드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서로 근 한 여러 노드들이 동시에 치

인식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노드들이 발생시키는 

비콘 메시지나 음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해 충돌 

회피 기법을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거리측정을 해 비

콘 메시지와 음 를 이용하여 TDOA기법으로 노드간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노드의 치정보는 삼

각측량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6]. 

(그림 1) MIC의 기본 개념

그림 1은 MIC의 기본 개념을 보여 다. A, B 두 노드

가 연속 으로 치인식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노드들

은 RTS메시지를 송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

한다. A노드가 RTS메시지를 먼  송하 다면 주변 노

드들은 CTS를 송하여 작업이 가능함을 알려 다. 이어

서 B노드가 RTS를 송하면 A노드로 CTS를 송한 노

드들은 NTS를 송하여 치인식 작업을 연기하도록 한

다. 작업을 연기하는 시간은 주변 노드들의 간격과 노드의 

 도달 범  그리고 음 의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

다.

3.2 동작방식

  

(그림 2) MIC의 동작 시 스 다이어그램

한 지역에서 여러 노드들이 동시에 치인식 작업을 수

행하는 경우 한 노드가 치확인 작업을 수행 이면 주변 

노드들은 이에 한 상태정보를 장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림 2는 MIC의 동작 시 스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그

림 2의 (a)는 노드들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작업을 요

청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동작과정을 보여주

며 (b)는 짧은 간격으로 작업을 요청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의 동작과정을 보여 다. 이동노드(Mobile Node)가 

치인식 작업을 시작하기 에 주변의 비콘노드(Beacon 

Node)에게 RTS를 송하여 작업 시작 가능여부를 타진

한다. RTS를 수신한 노드가 작업이 가능하다면 CTS를 

송하여 작업이 가능함을 알리면서 본인 상태를 Busy상

태로 설정한다. 

CTS만을 수신한 이동노드는 비콘메시지와 음 를 

송하여 비콘노드들이 거리를 계산하도록 한다. 거리계산이 

끝난 비콘노드는 상태를 Free로 설정하여 다른 이동노드

가 송하는 RTS에 응답하도록 한다. 만약 비콘노드가  

Busy 상태에서 RTS메시지를 수신하면 NTS를 송한다. 

NTS를 수신한 이동노드는 일정시간동안 기한 다음 다

시 RTS를 송한다. 

비콘노드가 이동노드로부터 RTS를 수신하면 Busy상태

로 설정하는데 RTS를 송한 이동노드가 NTS를 수신하

여 치인식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비콘노드가 Busy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 이동노드가 치

인식 작업을 연기하면 비콘노드의 상태를 Free로 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이동노드가 작업을 연기한다는 내

용을 주  비콘노드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

지만 이는 추가 인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해 MIC에서는 비콘노드들이 타이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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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한다. RTS를 수신한 후 일정시간 내에 비콘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태를 Free로 환하여 다른 

이동노드들이 치인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비콘 노드가 RTS는 수신하 으나 비콘은 수

신하지 못하는 경우의 시컨스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그림 3) 비콘노드가 Busy 상태에서 비콘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Free상태의 비콘 노드가 모바일 노드로부터 RTS메시지

를 수신하면 상태를 Busy상태로 환하고 타이머를 설정

하여 기상태로 들어간다. 이동노드가 CTS와 NTS를 같

이 수신하면 기상태로 환하여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CTS 송후 일정한 시간 내에 비콘을 수신하지 못한 비콘

노드는 타이머에 의해 Busy상태에서 Free상태로 환한

다. Free상태로 환 후에 다른 이동노드로부터 RTS를 

수신하면 다시 Busy상태로 환하고 CTS를 송한다.

(그림 4) 노드의 상태변화도

그림 4는 이동노드와 비콘노드의 상태변화도를 보여

다. 비콘노드는 RTS를 수신하면 Busy상태로 환하고 일

정시간내에 비콘을 수신하지 못하면 기상태(Free)로 돌

아간다. 이동노드는 NTS를 수신하면 기상태(Sleep)으로 

환하 다가 일정시간후에 다시 RTS 송을 시도한다.

4.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MIC기법을  NS-2를 이용하여 구

하 다. MAC계층으로는 802.11을 사용하 다. 비콘노드

들은 30x30 크기의 그리드 형태로 총 900개의 노드를 배

치하 다. 노드간의 거리는 50m로 설정하 으며 노드의 

통신 거리(라디오 범 )는 100m로 설정하 다. 이동노드

의 수는 1개에서 최  60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실험하 다. 

이동노드의 이동패턴은 Random WayPoint 모델을 용하

으며 이동속도는 최소 1m/s에서 최  20m/s까지로 설

정하 다. 이동노드가 NTS를 수신하거나 4개 이하의 비

콘노드로부터 CTS를 수신한 경우에는 일정시간 후에 

RTS를 재 송하도록 하 다. 성능평가 지표로는 RTS재

송 횟수, NTS수신 횟수 그리고 소요시간으로 설정하

다.  

(그림 5) 이동 노드 수에 따른 RTS재 송/NTS수신 횟수

그림 5는 이동 노드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RTS재

송 횟수와 NTS수신횟수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동노드가 1개인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RTS재 송이나 NTS수신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동노드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증가하여 RTS의 

재 송과 NTS수신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동노드수가 많은 경우 MIC기법을 용하지 않으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확인 작업이 거의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것을 상할 수 있다.

(그림 6) 이동 노드 수에 따른 소요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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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이동 노드 수가 증가할 때 치인식에 걸리는 

시간의 변화를 보여 다. 노드가 RTS를 송하고 비콘과 

음 를 송하는데 걸리는 기본 시간으로 0.08 로 설정

하 다. 이동 노드 수가 증가하면서 충돌로 인한 재 송횟

수가 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열배이

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한 노드에서 시간에 따른 RTS 재 송 횟수, 

NTS 수신횟수 그리고 소요시간의 변화를 보여 다. 이동 

노드 수가 10개인 경우에서 한 노드를 선정하 다. 그림에

서 보듯이 NTS를 수신하는 시 에 RTS를 재 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RTS가 재 송되는 시 에 소요시

간도 RTS 재 송 증가폭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악

되어 RTS를 재 송하는 횟수만큼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MIC가 정상 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노드 이동에 따른 NTS, RTS, 소요시간의 변화

5. 결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치를 실시간으로 인

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 많은 센서노드들을 

배치하여 치를 인식하는 기법들이 제안되고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치인식 기법들은 정 인 노드나 

단일 노드의 치인식에만 집 하고 있다. 이를 많은 이동 

사용자들의 치를 실시간으로 악해야하는 실에 용

하면 많은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  사용자들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치인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충돌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으로  MIC기법을 제안하 다. MIC기법은 

RTS와 CTS를 이용하여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치인식 

작업이 효율 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향후에는 모든 노드들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치인식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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