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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형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타겟 지역에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타겟 지역에 

필요한 센서 노드의 수, 유지되어야 할 connectivity, 센서 노드들에 의해 타겟 지역이 coverage 되는 

비율을 측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MSNS(Mobile 

Sensor Network Simulator)는 GML 문서를 통해 실제 지도상의 개체를 가시화 하고 Map Object의 

장애물 여부를 설정하여 타겟 지역을 구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MSNS는 센서 노드의 수와 

connectivity degree 그리고 센서 노드들의 센싱/통신/ 음  범 를 입력 받아 센서 노드의 재 치 

정보, connectivity, 센싱 coverage를 가시화 하여 타겟 지역에 얼마나 많은 노드들이 필요한지 유추할 

수 있다.

1. 서론1)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사물이 유기 으로 연계되어 다

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비쿼터스는 바야흐

로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개체들의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것을 도와 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축하기 한 

요한 기술  하나가 바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이다. USN은 연산능력, 통신능력, 센싱 능

력 그리고 이동성 등을 가진 모바일 센서 노드를 이용하

여 구축하는데, 이 게 모바일 센서노드들로 구축된 모바

일 센서 네트워크는 근하기가 어렵거나 항상 감시를 필

요로 하는 타겟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한 서로 다른 

센서 노드들은 타겟 지역에 임의로 흩뿌리게 되며, 센서 

노드들은 스스로 장애물과 다른 센서 노드들을 피해 이동

을 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1]. 그 후 센서 노

드에서 감지된 정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싱크 노드로, 

싱크 노드를 통해 다시 미들웨어 는 서버로 달이 되

고 사용되는 응용에 맞게 처리된다. 이러한 USN 기술은 

의료, 교통, 군사, 환경, 재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0-0017023와 2010-0022589)"

  USN 기술은 이용하는 분야나 환경에 따라 사용되는 센

서의 수, 연결성의 수, 센서의 센싱/통신 범 들이 서로 

다르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런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타겟 지역을 감시 는 감지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센서 노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게 배치되는 노

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바일 

센서 노드들이 타겟 지역을 얼마나 많이 센싱하고 있는지 

등을 측하기가 어려워 구축에 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가 있다. 

  재 USN 분야에 한 많은 연구들[1][2][3][4]이 있지

만 이러한 장애물 처리, coverage, connectivity 문제를 동

시에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센서의 센싱/통신 범 에 상 없

이 센싱이 필요한 타겟 지역을 자유롭게 설정한 후, 센서 

노드의 수와 connectivity degree, 그리고 센서의 각 범

들을 입력받아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장애물을 피해 이동

하는 모바일 센서 노드가 타겟 지역을 얼마나 효율 으로 

coverage 하는가를 가시화 한다.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센서노드의 수를 유추할 수 

있는 MSNS(Mobile Sensor Network Simulator)를 설계

한다.

 

2. 필드 설정과 센서 이동 기법

  MSNS에서는 장애물이 포함된 필드를 설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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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SNS 체 구조

GML[5]을 이용한다. GML은 지리 공간 데이터의 표 이

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고 필드를 구성하기가 쉽다. 한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센서 노드들의 실제 좌표정보를 구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노드는 주어진 connectivity를 유지하고 장

애물을 피하면서 타겟 지역의 coverage를 최 화해야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nstrained Coverage 기법[6]

에 장애물 회피 기법을 추가한 Enhanced Constrained 

Coverage 기법을 제시한다.

  모바일 로보틱스에서 로 의 이동에 많이 사용되는 

Potential Field 기법[7]을 기반으로 하는 Enhanced 

Constrained Coverage 기법은 모바일 센서 노드의 이동을 

해 Fcover, Fdegree, Fobstacle 이라는 3가지 Virtual Force를 

이용한다.

  Fcover는 모바일 센서 노드들이 타겟 지역 안에서 센싱 

역을 최 화하기 해 서로 어내는 힘이다.

  이와 상반되게 Fdegree는 각 모바일 센서 노드들이 주어

진 이웃의 수를 degree K개로 유지하기 해 발생되는 힘

이다. 센서 노드들이 coverage를 최 화하기 해  

멀어지게 되고 이웃의 수가 주어진 degree K와 동일하게 

되면 Fdegree가 발생하는데, 그리하여 한 노드가 이웃 노드

들의 수를 주어진 degree K로 유지하기 해 이웃노드들

을 끌어당기게 된다.

  한 모바일 센서 노드들은 coverage를 최 화 하고 주

어진 connectivity를 유지하는 것 외에 장애물을 회피해야 

한다. 서로 미는 힘인 Fcover를 응용하여 모바일 센서 노드

들이 장애물을 회피하기 해 작용하는 힘 Fobstacle을 구한

다. 이 3가지 힘을 더하여 모바일 센서 노드들의 다음 

치를 계산한다.

3. MSNS의 설계

  MSNS는 크게 User Interface Component, GML 

Analyzer Component, Map Layer Manager Component, 

Map Controller Componet, Node Manager Component, 

Target Area Manager Component, Viewer Component로 

구성된다. (그림 1)은 MSNS의 제 인 구조이다.

  User Interface Componet는 사용자들이 MSNS를 시작

하기 해 필요한 설정 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GML Analyzer Component는 GML 문서

를 읽어 들여 분석한 후 Map Object들을 생성하여 Map 

Layer Manager로 달한다. Map Layer Manager 

Componet는 GML Analyzer에 의해 올라온 Map Object

들을 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User Interface에 의

해 호출된 지도와 련된 제어를 한다. Map Controller 

Component는 Map Layer Manager에 올라온 지도 정보들

에 해 화면에 확 , 축소, 역화 , 이동 등의 제어를 

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Node Manager 

Component는 User Interface에서 입력 받은 노드 설정 정

보들을 센서 노드에 용하고 Map Layer Manager에 정

의되어 있는 장애물, Targer Area Manager에 정의된 타

겟 지역과 상호작용하는 센서 노드들을 생성하고 동작시

킨다. 그리고 센서 노드들에 의해 수집된 통계들을 계산한

다. Targer Area Manager Component는 GML 문서에 의

해 설정된 필드에 찰이 필요한 타겟 지역을 설정하고 

리한다. Viewer Component는 Map Layer Manager의 

Map Object들과 Node Manager의 모바일 센서 노드를 화

면에 가시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4. MSNS의 설계  구

  MSNS의 기 화면과 각 컨트롤의 기능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MSNS의 기 화면

  MSNS의 화면 구성은 크게 화면 상단의 Toolbar, 화면 

오른쪽에서 센서 노드의 내부 인 설정이 가능하고 센싱 

용 범  등의 가시를 설정하는 Configuration Panel, 화

면 하단에서 MSNS가 동작할 때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Status Panel, 그리고 화면 앙에서 지도와 센서 노드들

의 상태를 가시화하는 Viewer로 구성된다.

  (그림 3)은 GML에 의해 Map Object가 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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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Object는 기본 으로 장애물로 처리된다. GML 문서

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배

치하는 타겟 지역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 장애물을 설정한 MSNS

5. MSNS 실험결과

(a) # : 10, K : 3 (b) # : 15, K : 3

(c) # : 10, K : 6 (d) # : 15, K : 6

(그림 4) MSNS의 배치 가시화

  (그림 4)는 GML에 의해 장애물이 설정된 동일한 타겟 

지역에서 센서 노드의 Connectivity degree와 센서 노드의 

수를 다르게 한 후 MSNS를 실행시킨 화면이다.

  (c)와 (d)는 (a), (b)와 동일한 환경에서 센서 노드의 수

를 그 로 유지하면서 connectivity degree를 증가시켜 시

뮬 이션 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동일한 USN 환경

에서 센서 노드의 수를 그 로 유지하고 connectivity 

degree를 증가시키면 타겟 지역의 센싱 용 범 가 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다른 으로, (b)와 (d)

는 (a), (c)와 동일한 환경에서 connectivity degree를 그

로 유지시키면서 센서 노드의 수를 증가시켜 시뮬 이션 

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동일한 USN 환경에서 

connectivity를 그 로 유지하면서 센서 노드의 수를 증가

시키면 타겟 지역의 센싱 용 범 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이 값들을 정리한 것이다.

(a) (b) (c) (d)

노드의 수 10 15 10 15

K 3 3 6 6

Coverage 41.82% 55.38% 31.88% 44.21%

평균 K 2.00 2.20 3.40 3.80

(표 1) 노드 수와 K에 따른 coverage와 평균 K 비교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설계한 Coverage 시뮬 이터 MSNS는 

GML을 기반으로 장애물을 고려하고, 서로 다른 

connectivity에 의해 타겟 지역의 센싱 용 범 를 가시

화하며, 가시화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센서 노드의 수를 

유추하여 Coverage 비율을 가시화하는 시뮬 이터이다. 

 MSNS는 GML 문서를 이용하여 지형 좌표와 가시화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 고려와 실제 지도 

좌표 획득에 용이하다. 한 이 시뮬 이터의 User 

Interface를 통한 센서 노드들의 연결성, 센싱 범 , 음

 범 , 센서 노드들의 수 등의 데이터 수집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용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센싱 역에 한 바이 리 모델 신 확률 

모델을 용하고, 센싱 범 가 서로 다른 센서 노드들에 

해 Enhanced Constrained Coverage 기법을  용할 것

이다. 그리고 장애물에 의한 센싱/통신 범 의 일그러짐과 

힘에 의해 섭동되는 센서 노드들의 움직임이 최 화된 값

을 용하여 최 의 배치 치를 찾는 것에 해 연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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