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이동 싱크 시스템은 다양한 임무 수행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네트워크 일부 혹은 전체 관
리를 고려해야 한다[1]-[3]. 특히, 네트워크 구성은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어떠한 환경에서 이동 싱크의 임무를 수행하느
냐에 따라 달라진다[4]-[7]. 위험 지역의 임무 수행
은 이동 싱크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또 다른 고
려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성의 운영
에 따라 위험 데이터의 성공적인 수집이 좌우되며 
이동 싱크 시스템은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8][9].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동 노드들의 
물리적 네트워크 변경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관리도 고려하여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지역에서 이동 싱크의 임무 수행을 위한 네
트워크 관리 방안을 고려한다. 위험 데이터의 노출
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 싱크의 네트
워크 구성은 정적인 그리고 단일한 방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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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위험 상황과 위
험 데이터의 노출은 이동 노드들에 위협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중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통하여 물
리적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서 발생하는 비예측적 
변화에 대응하게 한다. 이동 싱크의 이중 네트워크 
구성은 동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Ⅱ. 본  론

이동 싱크는 동적인 이중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
여 위험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단일 망을 
통하여 특정 상황에서만 적응하는 구성이 아니라 
이중 모드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실시간적
으로 변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한다. 본 논문에
서는 위험 데이터의 분산적 감지를 위한 구성과 
신속한 데이터 수집과 전송을 위한 구성을 고려한
다. 분산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특정 그룹의 그룹 
이탈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 지역 노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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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군집 그룹의 관리 방안이다. 위험 지역을 탐색하는 네트워크의 경
우, 군집 그룹의 운영에 의해 임무 수행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룹 네트워크를 이끄는 이동 싱
크 시스템은 그룹 센서 노드들에서 수집되는 위험 데이터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을 달리할 수 있다. 동
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 싱크의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management scheme of the crowd group in the sensor networks. In the case of the 
networks searching the critical area, the operation of crowd group can affect the mission implement. The mobile sink 
system leading the group networks can change the network configuration as the dangerous data gathered from group 
sensor nodes. The dynamic network management provides the important role to the mission of mobile sink to react the 
dangerou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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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동 노드의 위
험 노출에 대해 임무 수행이 힘들어질 경우 분산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주위 그룹을 통하여 필요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한 계층적 네트워
크 구성을 통하여 신속한 데이터 수집과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한다. 그림 1은 이동 싱크에 대한 동적
인 이중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보이고 있다. 이동 
싱크는 이동 지역의 환경에 따라 또한 목적에 따
라 동적으로 구성된 이중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동 싱크는 연결된 그룹의 에이전트 노드에 
대해 전송 방식에 대해 알리면 해당 에이전트들은 
지정된 방식으로 전송 테이블에 기록된 네트워크 
그룹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그림 1. 이중 네트워크 관리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무 수행에서 변하는 환경에 대
한 이동 싱크의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 고려하였다. 
다중 네트워크 관리는 여러 네트워크 환경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상
황에 따라 지정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위험 지역
에서 이동 싱크의 안전한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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