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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멀티채널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기존의 채널할당 방법들은 각 노드마다 다른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노드 간 전송 시에 채널을 수신 노드의 채널로 변경하고 
다시 자신의 수신 채널로 변경이 필요하다. 채널 변경에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를 줄인다면 
전송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위 노드의 수를 이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채널할당을 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에너지소모량을 측정한다. 측정결과 기존 기법에 
비해 약 1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1. 서론 

일반적으로 멀티채널 무선센서네트워크는 제한된 
에너지를 갖는 다수의 센서 노드로 구성된다. 이러한 
제한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단일채널 무선센서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각 노드별 채널 할당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멀티채널 환경에서는 인접 노드들이 
서로 다른 채널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노드 간 
충돌 및 간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접 노드 간 
동시 전송이 가능하다. 이같은 충돌을 회피하기위해 
다양한 채널 할당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각 노드마다 다른 채널을 할당한다. 
이경우 채널의 변경에는 변경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채널 할당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 변경의 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Degree Bound 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채널할당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전체 토폴로지 중 가장 큰 
차수 값을 기반으로 하여 채널을 할당함으로써 채널 
변경 시간을 감소시켰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Constraint Graph 기반의 채널 할당 방법과 
이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한다. 다음으로 3 장에서는 
기존 기법을 향상시킨 제안 기법을 기술한다.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에 대한 성능 평가 및 분석 결과를 
4 장에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5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기존 기법인 Constraint Graph 기반 멀티 채널 할당 
방법[2]은 노드간 전송시 채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 노드들로 구성되는 Constraint Graph 를 생성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간선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충돌 없는 채널 할당을 보장한다. 이러한 
채널 할당 절차를 그림 1 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그림 1) 기존 기법의 채널 할당 방법 
 
그림 1 의 (a)는 초기의 토폴로지이다. MST 

(Minimum Spanning Tree)를 이용하여 노드를 연결하고, 
점선은 두 노드 사이에 간섭이 있음을 의미한다. (b)는 
수신 노드로 이루어진 Constraint Graph 를 생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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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노드들을 연결한 그래프이다. 
(c)는 연결된 간선을 이용하여 채널을 할당한다. 기존 
기법에서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은 LDF (Largest Degree 
First) 방법으로 간선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한 노드부터 
채널을 할당한다. 채널이 할당된 한 노드에서 연결된 
간선은 같은 채널을 할당할 시에 충돌이 발생하므로 
연결된 노드를 제외하고 다시 채널을 할당한다. (d)는 
채널 할당이 완료된 토폴로지이다. 제안 기법은 채널 
할당 시 Constraint Graph 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드 간에 채널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하지만 채널할당시에 타임슬롯 스케줄링을 
고려하지 않아 전송 시 채널 변경이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을 할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제안기법 

본 장에서는 기존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egree Bound 값을 고려하여 채널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토폴로지에서 수신 노드로 이루어진 Constraint 
Graph 를 생성하고 하위 노드들의 차수 합을 구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완성된 Constraint Graph 를 
이용하여 채널을 할당하는 CSACA (Channel Switching 
Aware Channel Assignment) 단계이다.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초기의 토폴로지는 BST (Balanced Spanning Tree)를 
이용해 구성된다. BST 는 기존 MST 에서 트리 구성시 
하위 레벨의 노드가 상위 레벨의 노드로 트리가 구성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다[3][4].  
그림 2 는 BST 로 구성된 초기의 토폴로지이다. 

 
(그림 2) BST 를 이용해 구성된 초기 토폴로지 

 
첫 번째 단계는 Constraint Graph 를 생성하고 하위 

노드들의 차수 합을 구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사용된 
Constraint Graph 생성 부분은 기존의 기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된다. 한 수신 노드 (회색)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여 두 노드간에 간선을 
연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개의 노드에 채널이 
할당되었을 때 그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에게 같은 
채널을 할당하였을 경우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토폴로지를 가지고 수신 
노드에 하위 노드의 수를 계산한다. 이는 Degree 
Bound 값을 계산하여 채널을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값이며, 자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식 노드들 값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트리의 최하위로 노드부터  
자신까지의 노드 수를 계산한다. 다음 그림 3 은 초기 

토폴로지에서 첫 번째 단계 완료 후의 토폴로지이다. 

 
(그림 3) 첫 번째 단계 완료 후의 토폴로지 

 
두 번째 단계는 각 노드에 채널 할당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하위 노드의 수를 이용하여 
채널을 할당한다. 밑의 그림 4 에서 Degree Bound 값은 
토폴로지 내의 최대 차수인 4 로 설정된다. 이 값을 
이용하여 기존 기법의 채널 할당 방법인 Largest 
Degree First 방법과는 다르게 하위 노드 수의 합이 
Degree Bound 인 노드부터 채널을 할당한다. 이유는 
하위 노드 수의 합이 Degree Bound 값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은 한 전송주기 안에 하위 노드로부터 모두 
전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Degree 
Bound 가 4 인 노드에 최대한 채널 할당을 한 후엔 
Degree Bound 를 1 씩 줄여가며 해당 채널을 할당한다. 
그림 4 는 Degree Bound 인 노드부터 하위 노드 수의 
합이 1 인 노드까지 채널할당을 완료한 예이다.  

 

 
(그림 4) Degree Bound(=4)부터 하위 노드 수의 합이 

 1 인 노드까지 채널 할당이 완료된 토폴로지 
 
위의 채널 할당이 한번 완료된 후 현재 차수 값이 

5 이상인 노드들만 토폴로지에 존재하게 된다. 남은 
노드들에 처음 설정된 Degree Bound 값을 빼주고 위의 
채널 할당 방법을 다시 수행한다. 이는 토폴로지상의 
최하위 노드부터 점차 상위 노드로 채널할당이 완료

되는 Bottom-up 방식을 보인다. 그림 5 는 채널할당이 
모두 완료된 후의 토폴로지이다. 

 

 
(그림 5) 채널 할당이 완료된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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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평가 

성능 평가 시 토폴로지 환경은 다음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의 크기는 200mX200m 이고 노드의 수는 100
개 이다. 초기 노드의 에너지는 2J 이며, 송신시 소모

되는 에너지는 212.9μJ 이고 수신시 소모되는 에너지

는 230.4μJ이다. 또한 채널 스위칭에 소모되는 에너지

는 1.94μJ이다[5]. 2J 의 에너지는 노드가 약 4400 번의 
송수신을 할 수 있다. 각 노드의 전송 범위는 기준이 
되는 20m 에서 50m 까지 5m 단위로 증가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6 은  
전송 범위에 따른 채널 스위칭과 송수신 횟수를 구한 
것이다. 전송범위가 20m 인 경우를 보았을 때, 기존 
기법은 약 3500 번 정도의 전송에 약 5000 번의 채널   
스위칭을 하는 반면 제안 기법은 약 4000 번 정도의   
전송을 위해 약 2900 번의채널 스위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송 범위가 점차 늘어나면서 성능 
차이가 줄어들지만 제안 기법이 스위칭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 송수신을 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전송 범위에 따른 채널 스위칭과 

송수신 횟수 
 
다음 그림 7 은 전송 범위에 따른 채널 스위칭과 

송수신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구한 것이다. 이는 전체 
노드가 사용한 에너지의 양을 노드 수로 나눈 것이다. 
즉, 한 노드가 평균적으로 채널 스위칭과 송수신에 
사용된 에너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 기법은 기존 기법보다 채널 스위칭 수를 줄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이 에너지를 송수신에 사용함

으로써 더 많은 전송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전송 범위에 따른 채널 스위칭과 송수신에  

소모된 에너지 

5. 결론 

기존의 채널 할당 방법은 모든 수신 노드에게 채널

을 할당함으로써 굳이 채널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채널을 다르게 할당하였다. 이로인해 채널 
변경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발생하였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채널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

하면서, 토폴로지의 Degree Bound 값을 고려하는 채널 
할당 방법을 제안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기존 기법에 
비해 채널 스위칭의 수를 줄여 채널 스위칭에 소모되

는 에너지를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

로 에너지에 효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전송범위 20m 를 기준으로 채널 스위칭 횟수엔 약 
50%의 감소효과를 보였고, 송수신 횟수에는 약 12%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보였다. 

향후 연구 계획으로 타임슬롯 할당과 채널 할당시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두 할당 모두를 최적화  
하기위한 방법을 연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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