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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통신, 제한된 자원 ( 력, 로세서, 메모리 등), 신뢰성, 동 인 토폴로지 등의 특성을 갖는 센서 

네트워크는 기존의 실시간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데이

터 처리와 같은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어 리 이션이나 실시간 어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해서

는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 병렬 처리가 필요하다. 비선 형 스 쥴러를 갖는 센서 노드에서 데이터 

송량이 많을 경우 통신을 한 태스크 생성이 증가하므로 일반 태스크의 실행에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자원 제한 인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 지 소모나 지연과 같은 성능은 각 센서 노드들에 태스크

를 할당하는 방법에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병렬 처리에 참여하는 센서 노드들의 에 지 소모

량과 지연을 고려한 노드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한다.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교신 자

1. 서론

   센서 네트워크는 기존의 실시간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1]. 센서 네트워크에서 멀티미디어 데이

터 처리나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어 리 이션

이나 실시간 어 리 이션을 개발하기 해서는 센

서 노드들의 데이터 병렬 처리가 필요하다. 센서 노

드는 데이터의 생산  처리와 함께 라우터의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한다. 라우  트리 상에서 많은 자식 

노드들을 가지고 있다면 RF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 비선 형 스 쥴러를 갖는 센서 노드에서 데

이터 송량이 많을 경우 통신을 한 태스크 생성

이 증가하므로 일반 태스크의 실행에도 지연이 발생

하게 된다[2]. 

   센서 네트워크의 가용 시간을 최 화하고 어 리

이션에서 필요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센서 네트워크 는 센서 노드의 스 쥴링을 통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가 주변 노드들에 태스

크를 할당할 때의 스 쥴링 기법인 ELT (Energy 

-Latency Trade-off based Task Scheduling)를 제

안한다. ELT는 센서 노드들의 에 지와 지연 수

으로 가 치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스크를 할

당할 센서 노드를 선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스 쥴링 문제에 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데이터 송에 따른 태스크 지연에 하

여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

쥴링 기법에 하여 설명하고, 5장에서는 모의 실험

을 통해 다른 스 쥴링 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에 하여 논한다.

2.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스 쥴링 문제

   센서 노드들은 자원 제약성을 극복하고 가용 시

간을 연장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인 방법으로는 센서 노드의 duty cycle을 동

으로 스 쥴링하여 력의 sleep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3]. 한 클러스터 기반의 네

트워크에서는 에 지 소모가 큰 클러스터 헤드를 선

택하는 스 쥴링 기법이 있다[4]. 그리고 쿼리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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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nd 태스크의 period에 따른 지연

(그림 1) send 태스크의 period와 capacity에 따른 지연

(그림 3) 센서 노드들의 스 쥴링을 한 

노드 배치 

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쿼리를 스 쥴링하여 네트워

크의 에 지 소모를 이는 방법에 한 연구도 진

행되었다[5].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들에 태스크를 할당하는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한다. 센서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센서 노드들의 남아있는 에 지에 차

이가 발생한다. 한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의 수집, 

가공 뿐만 아니라 송, 계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

기 때문에 많은 무선 통신을 사용하게 된다. 많은 

무선 통신의 사용은 패킷 송을 한 태스크를 발

생시키므로 주기 으로 실행되는 태스크에 향을 

주게 된다.

3. 데이터 송에 따른 태스크 지연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과 같은 감

시 어 리 이션에서는 진동이나 가속도를 감지하고 

송하기 한 주기 인 태스크들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라우터로써 데이터를 계하기 한 태스크

(send 태스크)가 발생한다. 하지만 send 태스크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반 태스크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send 태스크의 period 와 capacity 가 일반 태

스크의 수행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주기 인 2개의 태스크와 1개의 send 태

스크로 send 태스크의 period와 capacity를 변화시키

면서 100개의 태스크 실행이 완료되는 시간을 측정

하 다. 그림 1에서 c는 capacity를 나타내며 x축은 

send 태스크의 period, y축은 100개의 태스크 실행

이 완료되는 시간이다. 그림 1의 결과에서 send 태

스크의 capacity가 클 수록, period 가 작을수록 지

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send 태스크의 capacity는 고정하고 

period 만 변화 시켰을 때의 그래 이다. 그림에서 f

는 send 태스크가 없을 경우, 일반 태스크들의 완료 

시간을 나타낸다. 태스크 실행이 빨리 끝나는 경우 

(f=384)에 비해 태스크 실행이 느린(f=1,028) 경우는  

send 태스크의 발생 빈도에 향을 받지 않다가 

send 태스크의 period가 작아지다가 12 근처에서 지

연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한 스 쥴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들의 에 지와 지연 수

을 고려하여 태스크를 센서 노드들에 할당하는 스

쥴링 기법(ELT)을 제안한다. ELT에서는 에 지

와 지연에 한 가 치를 설정하여 이들간의 

trade-off 를 조 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4번 노드는 태스크를 할당하는 노드

이고, 주 의 6개 노드들은 태스크를 받아 수행하게 

되는 노드들이다. [n1, n2] 에서 n1은 에 지 벨, 

n2는 지연 벨이다. source node는 각 센서 노드들

의 에 지 벨과 지연 벨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

고 n1, n2 값을 이용하여 이웃 노드들  우선순

가 높은 노드를 선별하여 태스크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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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드별 에 지 분포

Pi = wP*ELi + wL*LLi     (1)

- Pi : priority of node i

- ELi : energy level of node i

- LLi : latency level of node i 

- wP : weight of power consumption

- wL : weight of latency

   식(1)은 스 쥴링을 한 우선순 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에 지와 지연에 한 가 치 값을 wP, 

wL 이라고 하고 각 가 치 값을 에 지, 지연 벨

에 용하여 우선 순 를 설정한다. 응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QoS가 다르므로 응용에 맞게  wP, wL 

값을 설정하여 QoS에 한 응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5. 실험  결과 분석

   ELT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ELT와  

Round-Robin(RR), Random 스 쥴링을 비교하 다. 

시뮬 이션은 smpl[6] 을 이용하 고 1개의 source 

node와 10개의 센서 노드들로 실험하 다. 각 센서 

노드들에 임의로 에 지와 지연 벨을 설정하고 

10,000 시뮬 이션 시간 후 남은 에 지를 측정하

다. 

   source node에서 λ=10인 포아송분포로 태스크가 

발생하고, source node에서 태스크가 release 되면 

스 쥴링 방법에 따라 노드를 선택하여 태스크를 

request하고, 지연 모델에 따라 실행 노드의  

capacity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센서 노드들의 에 지 소모는 TinyOS의 power 

profile에서 Tx 시 소모되는 에 지량을 용하 다.

   그림 4의 x축은 노드 아이디, y축은 시뮬 이션 

종료 후 남은 에 지량을 나타낸다. Random 과 RR 

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고, ELT는 8,200∼8,500

으로 두 방법에 비해 고른 수치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의 표  편차는 ELT는 126.72, Random과 RR

은 각각 553.17, 538.40으로 약 4배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센서 노드들의 에 지와 지연 수

을 고려하여 태스크를 센서 노드들에 할당하는 스

쥴링 기법을 제안하 다. 한 send 태스크의 

period와 capacity에 따른 태스크 지연에 한 실험

을 하 고, 모의 실험을 통해 다른 스 쥴링과 비교 

평가 하 다. 

실험을 통해 Random, RR, ELT로 태스크를 할당 

했을 경우, 에 지 소모의 편차를 확인하 다. ELT

의 표 편차가 4배정도로 고르게 에 지 소모를 하

는 것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태스크 지연에 한 수학  모델을 확

립하고 이를 제안 스 쥴링에 용할 것이다. 개선

된 스 쥴링 기법은 재 연구 인 센서 네트워크에

서의 병렬 처리 랫폼에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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