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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업데이트 코드  기법은 매우 요한 기술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

는 기존에 제안한 네트워크 코딩기법을 이용한 코드  기법의 문제 을 악하고 그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혼잡 제어 기법을 이용한 코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코드  기법은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용한 코드  기법의 문제 인 Broadcasting시 발생된 문제 을 해결하여 00%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혼잡 제어의 Bottle-neck 문제 을 Broadcasting
방식에 Sector를 나 고 우선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신뢰성있는 데이터 송을 가능하게 한다.

1. 서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소 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한 무선 코드  기법은 매우 요한 기술  하나이다

[1-5]. 무선 센서 네트워크상의 코드  기법에 한 

표 인 연구결과로는 XNP[1], MOAP[2], Deluge[3], 

MNP[4], NCDP[5] 등이 있다. XNP[1]는 싱  홉(hop) 내

에서 센서 노드의 TinyOS를 업데이트 하기 해 개발되

었으며. MOAP[2]는 리  달 토토콜을 사용하여 멀티 

홉으로 코드 업데이트 데이터를 달하는 기법이다. 

Deluge[3]는 멀티홉을 지원하고, 효율 인 데이터 송을 

해 고정 크기의 페이지 단  이 라이닝 방식을 사용

한다. MNP[4]는 데이터를 고정 크기 페이지 단 로 나  

후 spatial multiplexing과 송자 선택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데이터를 송한다. NCDP[5]에서는 데이터 송 횟수

를 이기 해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이용하 다. 여기서 

MOAP[2], Deluge[3], NCDP[5]는 업데이터 데이터 송을 

해 Broadcasting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

가 많을 경우 소스노드는 과도한 Request 메시지를 수신

하게 된다. 이는 버퍼 오버 로우의 주된 원인이 된다. 

MNP[4]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선택된 

Destination 노드에만 데이터를 송한다. 그러나 이 방식

의 경우 라우  경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

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8-331-D00453).

에 한 추가 인 연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Broadcasting 기반 코드 기법

들의 단 (버퍼 오버 로우 문제  메시지 충돌에 따른 

데이터 재 송 횟수의 증가)을 해결한 새로운 코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코드  기법은 데이터의 송

횟수를 감소시키기 해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이용하며, 

버퍼 오버 로우  데이터 재 송 횟수를 감소시키기 

해 혼잡 제어 기법을 용한다. 한 혼잡제어를 해   

센서 네트워크를 Broadcasting 기반 Sector로 분할함으로

써 하나의 센서노드가 많은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발생되

는 혼잡 제어 방식의 문제 인 Bottle-neck을 방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안정 인 데이터 송

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데이터 송․수신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력  속도 측

면에서 효율 인 구 이 가능하다. 

2. 련연구

 센서 노드를 로그래 하기 한 방법으로 노드에 직  

연결해서 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ISP(In- System 

Programming)방식이 있으나 센서 노드가 범 하고 

근이 어려운 곳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이

용한 코드  기법이 요구된다[1-5].

  무선 통신을 이용한 소 트웨어의 업데이트시 필요한 

구성요소는 1) Preparation Mechanism, 2) Dissemination 

Mechanism, 3) 손실된 패킷과 데이터의 모든 부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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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Reliability Mechanism이 있다.

 코드  로토콜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기존에 배치된 무선 센서 노드의 소 트웨어 업

데이트 기법이다.  

Host Machine

Program
Code

Sensor Node

Cable

In-system programming

Host Machine

Program
Code

Sensor Node

Radio
Channel

Sensor Node Sensor Node…

Network Re-programming

(그림 1) ISP VS. 네트워크 Re-programming  

효율 인 코드 를 한 고려사항으로는 신뢰성

(Reliability), 일치성(Consistency), 작은 메모리(Small 

Memory), 에 지 효율성(Energy Efficient), 혼란 최소화

(Minimize Disruptions), 결함 허용(Fault Tolerance)등이 

있다. 일반 인 Dissemination 로토콜은 (a) 새로운 코

드의 advertisement, (b) 소스 노드 선택, (c) 상노드로

의 데이터 송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2) 코드  로토콜 단계
 

2.1 표 인 코드  기법

 센서 네트워크에서 코드  방법에 한 표 인 연

구결과로는 XNP[1], MOAP[2], Deluge[3], MNP[4] 등이 

있다. XNP[1]는 싱  홉(hop) 내에서 센서 노드의 

TinyOS 커 과 응용 코드를 업데이트 하기 해 개발되

었으며, Code capsules로 체 일을 송한다. 

MOAP[2]는 리  달 토토콜을 사용하여 멀티 홉으로 

코드 업데이트 데이터를 달하는 기법이다. 데이터 달

에 있어서 로딩(flooding)보다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 

XNP의 1홉의 제한 인 달 방식을 보완하 다. 

Deluge[3]는 멀티홉을 지원하고, 효율 인 데이터 송을 

해 고정 크기의 페이지 단  이 라이닝 방식과 3단

계 handshaking 로토콜 사용한다. MNP [4]는 멀티 홉

을 지원하고 데이터는 고정 크기 페이지 단 의 spatial 

multiplexing을 이용하여 송한다. 한 3단계의 

handshaking 로토콜을 사용하고 송자를 선택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코드 의 불필요한 부분

을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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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eluge의 수행 제

2.2 네트워크 코딩을 용한 코드  기법[5]

 기존의 이 라이닝 코드  기법에 네트워크 코딩을 

용하여 코드  로토콜의 단계를 인 코드  

기법이다. 메시지 송 시 두 개의 메시지를 XOR해서 한

번에  보냄으로써 기존의 방식보다 코드  시 송․수

신 횟수를 단축하고 에 지뿐만 아니라 송속도를 일 

수 있다. 네트워크 송과정에서 Ack, Request를 미리 정

의함으로써 네트워크 코딩의 가장 큰 문제 인 디코딩 사

이에 발생하는 Overhearing 문제를 해결하 다. 그러나 

Broadcasting방식으로 메시지 송․수신을 해서 노드 수가 

증가 할수록 혼잡도가 증가하여 패킷 손실이 일어나거나, 

노드의 메모리 오버 로우가 발생하여 안정 인 메시지 

송․수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그림 4)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용한 

이 라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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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잡 제어 기법을 이용한 코드  기법

3.1 혼잡 제어 기법

 센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의 개수가 많

고 그에 따른 송․수신이 빈번하기 때문에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혼잡상황이 발생하면 송․수신시 충돌로 

인한 패킷의 손실이 일어나거나, 노드의 메모리 오버 로

우가 발생하여 정확한 통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손

실된 패킷을 재 송하기 해 다시 송․수신을 해야함으

로써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요한 문제인 에 지 자원

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센서 네트워크의 체 인 

성능에 치명 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혼잡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히 조 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  

혼잡상황을 별하는 기 은 여러 가지가 있다[6]. 먼  

패킷 손실 비율(포워딩에 실패한 패킷의 비율로 측정)과 

버퍼 벨( 송 기 버퍼에 쌓이는 패킷의 비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 혼잡 제어 기법은 재 송 정책이 없을 

경우 패킷이 버퍼에서 기할 기회가 어들기 때문에 혼

잡상황 감지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채 부하는 

주기 으로 채 의 상태를 체크하여 채 의 부하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채 의 실제 상태를 반 하는 감지 기

법이므로 다른 기법에 비해 정확하게 혼잡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재 센서 네트워크를 한 다양한 혼잡 제어 기법들이 

발표 되었다[7-10]. PSFQ[7]는 송 패킷을 천천히 보내

고, 패킷 손실 시 hop-by-hop 회복은 빠르게 수행하는 방

식이다. 그러나 혼잡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손실된 패

킷의 회복 과정에서 혼잡을 더욱더 증가시킨다. RMST[8]

는 노드에서 싱크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해 selective- 

arq기능과 함께 nack 기반의 송 계층을 제안 하고 있

다. 혼잡제어기능에 좀더 을 둔 ESRT[9]는 버퍼의 사

용량을 모니터링하여 혼잡을 탐지하고, 소스 노드에게 제

어신호를 로드캐스 하여 소스 노드의 reporting rate를 

조 한다. [9]는 혼잡의 원인이 되는 노드가 여러 개일 경

우 성능이 보장되지 못하고, 로드캐스 으로 인한 에

지 소모가 크다는 문제 이 있다. CODA[10]는 이러한 [9]

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open-loop hop-by-hop 

backpressure([9]과 비슷한 방식으로 송율을 조 ), 

close-loop multi-source regulation(싱크로부터 ack를 받

지 못했을 경우 소스노드가 스스로 송율을 감소시킴)기

법을 제안하 다.

3.2 혼잡 제어 기법의 네트워크 코딩 용

 

 본 논문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인 네트워크 코딩을 이용한 

코드  기법[5]의 문제 을 해결한다. 네트워크 코딩을 

이용한 코드  기법은 Broadcasting방식으로 코드를 

함으로써 네트워크 혼잡도가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센서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혼잡도 역시 증가되고 그 결과 

메시지의 재 송에 따른 에 지 낭비를 래하게 되고 신

뢰성 있는 코드 를 어렵게 한다. 

 혼잡 제어를 하기 한 첫 번째 단계는 Sector 샘 링을 

통한 Sector의 설정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Sector에 

소속된 센서노드는 동일한 Sector Number를 가지게 된다. 

(그림 5) Sector 설정 단계

 Sector1이 가장 높은 우선순 를 가지고 내려갈수록 낮

은 우선순 를 가짐으로써 상 단계의 우선순 에서 메시

지가 송 시 하  단계의 우선순 는 송을 기 는 

단한다. 우선순 에 따라 메시지를 송함으로써 네트워

크 코딩 코드  기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충돌을 방

지한다.

 네트워크 코딩을 용한 코드  기법에서 

Broadcasting방식으로 송수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송하는 

Sector의 ․아래 단계인 Sector가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

다. 그리고 동일한 벨의 Sector도 수신하게 되는데 동일

한 벨의 Sector의 메시지는 자신이 가진 메시지 내용과 

같으므로 무시하게 된다. 즉, 아래 그림6과 같이 센서노드

의 범 를 Sector 벨을 통하여 분할함으로써 자신의 상

 는 하  Sector에 한 각종 정보를 송하지 않아

도 되기 떄문에 기존의 Request, Ack 메시지를 최소화가 

가능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메

모리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Sector에서 하  Sector로

의 Ack, Request메시지가 제 로 도착하지 않거나 문제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한 Sector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제

어 명령을 송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혼잡이 일어난 

Sector 노드들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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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ector의 메시지 송․수신

 Broadcasting방식에 Sector룰 분할함으로써 하나의 센서

노드에 메시지가 집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혼잡 제어 방식의 문제 인 

Bottle-neck을 회피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이용한 코드  

기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혼잡 제어 기법을 용한 

코드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코드  기법은 기

존의 네트워크 코딩 기법을 이용한 코드  기법에 비

해 혼잡 제어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 횟수, 재 송량에 있

어 성능 향상을 보 다. Sector단 로 센서노드를 리함

으로써 문제 발생 시 빠른 응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문제 이 해결됨으로써 데이터 송 속도, 에 지, 네트워

크 혼잡도 측면에서 안정 인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수

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roadcasting 기반 Sector를 

분할함으로써 Bottle-neck의 문제에 따른 원본 데이터의 

분실이나 데이터의 미 수신시 발생하는 문제 을 방지함

으로써 안정 인 데이터 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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