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군집 그룹에서 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그룹 네트
워크의 경우 언제나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 상황은 그 등급에 따라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구분될 수 있다. 치명적인 영향은 네트워크
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협하며 이에 노출된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경우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
인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기도 한
다. 임무수행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노드들의 안전
화 귀가뿐만 아니라 감지된 데이터의 안전환 확보
도 중요하다. 단일 그룹이 아닌 여러 그룹으로 나
누어 임수 수행을 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전
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하위의 노드들 간의 역할이 
성공적인 데이터 수집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예
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필요
하며 이는 시스템 내부 및 외부의 환경적인, 그리
고 자원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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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은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동하는 수행에서 결함을 일으키는 노드들에게 
여러 위험 요소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집 그룹 센서 네트워크에서 위험 상
황에 대한 에이전트 노드의 관리 방안을 고려한다. 
에이전트 노드의 경우 중심 싱크 시스템과의 네트
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해 네트워크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Ⅱ. 본  론

에이전트 노드의 경우 중앙 이동 싱크 시스템과
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 전송 
역할을 제공한다. 에이전트 노드의 경우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그룹 네트워크 안에서의 중심 역할로 
인하여 자원 소모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위험 지
역의 임무 수행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동 싱크에 대
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그룹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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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군집 그룹에서 위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에이전트 관리 방안에 대해 고려한다. 위험 
지역에서 수집되는 위험 데이터의 경우 센서 노드의 손상으로 에이전트 임무 수행 실패에 대한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센서 노들들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 방식을 통하여 위험 에이전트 노드에 대한 처리
를 연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agent management scheme for the data gathering in the crowd group. To the critical 
data gathered in dangerous region, the possibility of mission failure caused by the sensor node damage can be high. 
Hence, we study the node processing to the danger agent node through the cooperative network method for the sensor 
nodes.

키워드

Crowd group, agent node, cooperative network, sensor node

 537 



워크에서 특정 에이전트 노드가 임무 수행에 실패
한다고 판단되면 네트워크는 즉각적으로 협력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상황에 
빠진 에이전트 노드 처리에 대한 방안을 고려한다. 
위험 지역에서는 에이전트의 정상적인 환경과는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에이전트 노드의 선택이 자원적 측면을 통하여 수
행될 수 있겠지만 위험 지역에서는 자원 관리 측
면뿐만 아니라 위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에이전트 노드의 선택은 위험 환경과 위험 
데이터에 가장 노출이 낮은 노드 지역에서 자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은 위험 지역에서 에
이전트 노드의 수행을 보이고 있다. 노드 구역에서 
가장 위험 데이터 발생이 적은 지역에서 특정 노
드를 에이전트로 선택하여 네트워크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림 1. 에이전트 선택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군집 그룹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에이전트 노드의 관리에 대해 고려하였다. 임무 수
행에서 위험 상황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에이전트 노드에 위험 상황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
적인 상황이 아니라 위험 데이터의 발생 노드 상
황에 때라 에이전트 노드 선택 방안에 대해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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