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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ZigBee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  디스커

버리 차, 주소 할당 방식  이를 바탕으로 한 계층  라

우 과 라우  테이블에 기반한 메쉬 라우  기법 등 네트

워크 운용에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다.[1][2] 특히, 계

층  라우 은 메모리 자원이 매우 작은 단말장치(End 

device)에 합한 라우  기법이다. 계층  라우 에서 각 

노드는 라우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목 지 노드의 주소

만을 이용하여 해당 노드의 자식 노드 는 부모 노드들을 

간 노드로 선택하여 데이터를 달하게 된다. 그러나 부

모  자식 링크 이외에 다른 이웃 노드와의 링크를 고려하

지 않으므로 목 지 노드가 소스 노드의 이웃 노드라 할지

라도 트리 구조를 따라 데이터가 달되므로 라우  비용에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 ZigBee 표

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웃 노드 테이블, ZigBee 트리 구조, 

address 부여체계(Cskip) [3][4]를 계층  라우터에 활용하여 

계층  라우 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계

층  트리 라우 [5]을 따라 목 지 노드로의 간 노드를 

선택하되, 목 지 노드까지 라우  비용을 일 수 있는 이

웃 노드(목 지 가족집합)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웃 노드를 

간 노드로 선택함으로써 목 지 노드까지의 라우  비용

을 감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ZigBee  802.15.4[6], 계층  

라우   이웃 노드 테이블에 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계층  라우 이 가지는 문제 을 악한다. 4장에서는 계

층  라우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TFSR (Tree 

Family Set Routing)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5장의 TFSR의 

성능 평가와 시뮬 이션 결과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6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ZigBee Network

ZigBee 네트워크 계층은 스타  트리 토폴로지뿐만 아

니라    방식의 메쉬 토폴로지를 지원한다. 한 네

트워크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의 합류(Join) 

 이탈(leave)등 네트워크의 동 인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자가 치유의 특성을 갖는다.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ZigBee 

솔루션에 합하도록 라우  테이블의 사용하지 않고 라우

을 지원할 수 있는 Cskip 값 기반의 블록 어드 싱을 사

용한다. 이 게 할당된 주소는 계층 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를 담게 되고 라우  테이블을 지원할 수 없는 

RFD(Reduced Function Device)들도 무선 환경에서 멀티 홉

으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통신 효율성을 

지원하기 해서 테이블 기반의 라우  방식인 On-demand 

경로 탐색(Route Discover)방식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경로 

탐색에 필요한 RREQ(Route Request)  RREP(Route 

Reply) 메시지의 타입  경로 탐색 알고리즘이 정의되어 

있다.[7][8]

2.1 계층  라우  알고리즘

ZigBee의 계층  라우 은 블록 어드 싱이라는 불리는 

주소 할당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노드들은 자식의 부모 노드로부터 16비트의 네트워크 주소

를 할당받게 되고, 이 주소는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 유일한 

값이다. 한, 할당 받은 네트워크 주소  자신의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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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식 노드에게 할당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을 계산할 수 있다. 각 벨의 노드들에게 주어진 주소 

공간의 크기인 Cskip(d)는 nwkmaxChildren(Cm), 

nwkMaxDepth(Lm)과 nwkmaxRouter(Rm)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으며 그 공식은 (1)과 같다.

              

 








      


× 



(1)

여기서 Cm이란 한 코디네이터에 join 할 수 있는 자식 

노드의 최  개수고 Rm은 Cm 에 라우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드의 최  개수고 Lm은 망의 최  depth를 의미한

다.  d는 구하고자 하는 depth의 level을 의미한다.

ZigBee 표 에서는 다음과 같이 Cm, Rm, Lm을 정의한

다.

•nwkMaxChilderen(Cm): 한 노드가 받아들일 수 있는 

children 최  개수 (default: 7, 0~254)

•nwkMaxRouters(Rm): 한 노드가 받아들일 수 있는 

children  라우터의 최  개수 (default: 5, 0~254)

•nwkMaxDepth(Lm): 망내 최  depth(default: 5, 0~16)

네트워크에 합류한 노드들은 Cskip 크기만큼의 자손 노드

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식 노드의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그 

할당방식이 다르다. 라우  능력을 갖는 노드들은 

Coordinator에게 먼  Join한 순서 로 식(2)에 의해 주소를 

부여 받는다.

      ×    ≤ ≤     

(2)

 k가 Rm 번째 join된 노드들에게 주소를 모두 부여하

거나 라우  능력이 없는 노드는 식(3)에 의해 주소를 부여 

받는다. 즉 k가 Rm+1 번째 join되는 노드와 라우  능력이 

없는 노드가 순차 으로 주소를 부여 받는다.

    ×    ≤ ≤ 

(3)

이 게 형성된 주소 기반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면, 각 노

드는 목 지 노드가 자신의 자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를 들어 네트워크 주소 A를 가지는 벨 d의 

노드가 목 지 노드 D에 해서 공식 (4)를 만족할 경우, 

목 지 노드 D는 A의 자손 노드임을 알 수 있다. 

                               (4)

ZigBee 계층  라우 에서는 의 공식을 통해 목 지 

노드가 자신의 자손 여부인지만 단하여 맞을 경우 자식 

노드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그 지 않을 경우 부모 노드에게 

달한다.

2.2 이웃 노드 테이블

ZigBee 표 에 따르면 모든 노드들은 이웃  노드 테이블

을 가지며, 이웃 노드 테이블에는 각 노드의 1홉 통신 거리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 한 정보가 장된다. 한 사용

자는 이웃 노드 테이블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

는 제한된 개수의 이웃 노드 정보만 장될 수 있다. 이웃 

노드 테이블에 장되는 정보로는 PANId, 64비트 IEEE 주

소, 16비트네트워크 주소, 디바이스 종류, 그리고 해당 노드

와의 논리  계가 있으며 선택 으로 비컨 순서(Beacon 

order), 트리 벨, 합류 허가 여부(Permit joining)등의 정보

가 포함될 수 있다. 

이웃 노드 테이블의 각 엔트리는 각 노드가 네트워크에 

합류하기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차를 거치면서 생성된

다. 즉 기존에 구성된 네트워크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드는 

NLME-NETWORK-DISCOVERY.request 요청을 하며, 이

에 한 응답으로 수신한 비컨을 통해 기존에 이미 네트워

크에 합류해 있는 노드들에 한 정보를 악하고 이 정보

를 이웃 노드 테이블에 장한다. 반 로, 이웃 노드가 네트

워크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웃 노드 테이블의 해당 엔트리가 

삭제되며, 이러한 사실을 NLME-LEAVE.indication 메시지 

수신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노드는 이웃 노드 엔트리에 

해당하는 패킷을 수신할 때 마다 련 정보를 업데이트 한

다.

3. 계층  라우 의 문제

계층  라우 은 다음 홉(Next Hop)을 선택할 때에 부모 

 자식의 링크만을 고려하게 된다. 즉, 목 지 노드가 자신

에게 할당된 주소 공간에 포함될 경우, 자신의 자손 노드 

의 하나임으로 해당하는 자식 노드를 다음 홉의 노드로 선

택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노드를 다음 홉의 노드

로 선택하고 데이터를 달한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 지 노드가 소스 노드의 1홉 통신 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목 지 노드는 소스 노드와 부모 자식의 

계를 갖지 않으므로 트리의 계층구조를 따라 달된다. 결

국 소스 노드가 보낸 패킷은 트리의 루트 노드인 PAN 

Coordinator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목 지 노드로 달된

다. 그림 1의 에서 1홉이 가능한 패킷의 달을 6홉의 라

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즉 목 지 노드가 소스 노드의 

1홉 통신 거리 안에 있는 경우 외에도 많은 경우에서 라우

 경로에 오버헤드가 생기게 된다. 

ZigBee 라우 은 계층  라우 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소스나 계 노드에서 먼  목 지 주소를 이웃 노드 

테이블에서 찾는다. 만약 이웃 노드 테이블에 목 지 노드

가 존재한다면 직  목 지 노드로 다음 경로를 선택한다. 

그 지 않은 경우에 목 지의 주소가 자손에 속하면 자식 

노드로 경로 선택하고 자손이 아니라면 부모 노드로 다음 

경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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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계층  라우 의 문제

Fig.  1  The problem of hierarchical routing

그림 2 ZigBee 라우

Fig.  2 The Zigbee routing

그림 3 ZigBee 라우 의 문제

Fig.  3  The problem of ZigBee routing

그림 2에서 ZigBee 라우 은 계층  라우 의 문제 을 

해결하 지만 그림 3과 같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즉 소스의 송 역에 목 지 노드가 치하지 않으면 자

신의 부모 노드로 경로를 선택하고 ZigBee 라우 을 통하여 

목 지 노드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웃 노드에 목 지의 가족

집합인 가족 노드(FN)가 존재한다면 FN으로 경로를 선택하

는 것보다 비효율 이다.

4. TFSR (Tree Family Set Routing, TFSR1)

목 지의 부모와 목 지의 자식 계에 있는 노드들은 최

 1hop의 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1hop은 논리 인 의미

의 1hop 뿐만 아니라 물리 인 의미로 송거리에 목 지 

노드가 있다는 의미이다.  목 지의 부모의 부모(조부모)

와 자식의 자식(손자) 노드들은 최  2hop의 계를 갖고 

있다. 즉 이들 노드에게 데이터를 달하면 어도 물리

으로 2hop안에 데이터를 목 지 노드까지 달 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목 지 노드로부터 논리 인 hop수를 늘려가

며 부모와 자식 계에 있는 노드들을 가족집합(Family set)

이라고 한다. 즉 가족집합은 목 지를 심으로 상  depth

와 하  depth를 증가시켜 Tree 토폴로지가 수용할 수 있는 

최  depth까지 부모와 자식 계를 갖는 모든 노드들을 찾

아 그룹화 한 것이다. 

TFSR 알고리즘은 이웃 노드들  목 지 노드와 목 지 

노드의 가족집합이 있는지 확인하고 목 지까지 hop count

를 계산하여 가장 작은 hop count를 갖는 가족집합의 이웃 

노드를 찾아 다음 경로로 선택한다. 만약 이웃 노드 테이블

에 목 지의 가족집합이 없다면 Pure Tree 라우 을 통하여 

목 지를 찾아 간다.

TFSR와 ZigBee 라우 과의 차이는 이웃 노드 테이블에

서 목 지 노드 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목 지의 가족집

합을 찾아 최 의 경로를 선택한다.(그림 4)

그림 4 TFSR (Tree Family Set Routing)

Fig.  4 TFSR (Tree Family Set Routing)

링크 요청이 들어오면 이웃 노드 테이블에 목 지 노드가 

있는지를 먼  악한다. 만약 이웃 노드에 목 지 노드가 

존재한다면 바로 송하고 아니면 목 지의 가족집합을 형

성한다. 생성된 가족집합이 이웃 노드에 존재한다면 그들 

 최소의 hop count로 목 지에 도달할 수 있는 Next hop 

node를 선택한다. 만약 이웃 노드 테이블에 가족집합이 존

재하지 않으면 ZigBee 라우 을 수행한다. 선택된 node와 

Pure Tree로 기 되는 경로의 hop count를 비교하여 선택

된 node가 우 에 있다면 next hop node로 경로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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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Pure Tree 라우  수행

한다.

그림 5 TFSR 알고리즘

Fig.  5 TFSR algorithm

이웃 노드 테이블에서 해당 노드를 검색할 때에는 순차 

검색을 통하여 한다고 가정한다.

4.1 목 지 가족집합 생성 알고리즘

그림 6 목 지의 가족집합 생성 알고리즘

Fig.  6 Destination's family set creation algorithm

목 지의 가족집합은 PAN Coordinator부터 목 지 노드

의 조상과 목 지 그리고 목 지의 자식, 자손 노드들이며 

이는 Tree 구조에서 논리 이 계가 있는 노드들이다.

STEP 1은 조상 노드의 뿌리인 PAN Coordinator와 목

지 노드가 같은지를 단하고 같다면 STEP 3, 4로 이동하

여 자손 노드들의 depth, index, address를 찾는다. 만약 목

지와 PAN Coordinator가 같다면 모든 노드가 목 지의 

가족집합이 된다.

 만약 같지 않다면 STEP2로 이동하여 목 지의 조상 노

드들의 depth, index, address를 정보를 생성한다. 목 지까

지 조상 노드는 한 depth 당 하나의 노드만 가족집합에 존

재한다. 목 지 노드까지 조상 노드들을 찾으면 STEP3으로 

이동한다. 

STEP3은 목 지 노드의 자식 노드를 구한다. STEP4는 

목 지 노드의 자식 노드들로부터 목 지의 자손 노드들의 

정보를 생성한다.

가족집합의 자손들의 정보는 식(5)만큼 존재한다.

                  
  



                      (5)

Ancestor_Family (조상 배열)과 Descendant_Family (후

손 배열)은 depth, index, address 노드 정보를 갖는 데이터 

구조체를 장하는 배열을 의미한다. 

4.2. Next hop node 결정

목 지로 보낼 경로를 선택할 때 이웃 노드 테이블에서 

목 지 노드의 가족 노드가 여러 개 존재하거나 하나도 존

재하지 않을 때와 TFSR 경로가 루 가 되는 상을 피하

는 효율 인 라우  알고리즘이 있어야 한다.

첫째, 목 지까지 기 되는 가족 노드가 여러 개 존재할 

때 다음과 같은 우선순 로 다음 경로를 선택한다.

 (1) 이웃한 가족집합  목 지와의 계가 최소 

hop(depth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을 갖는 노드들을 선택한다. 

(동일한 크기의 depth라면 PAN Coordinator에 가까운 노드

가 우선한다.)

 (2) 선택한 노드들  address가 가장 작은 노드를 선택

한다.(가장 작은 index를 의미한다.)

둘째, 이웃한 가족집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경로를 선택한다.

 (1) 공식(4)에 의하여 목 지 노드가 자신의 자손 군에 

속하면 ZigBee 라우 으로 다음 경로 노드를 선택한다.

 (2) 자신의 자손 군에 속하지 않으면 자신의 부모 노드

로 다음 경로를 선택한다. (Pure Tree routing)

셋째, 경로가 루 가 되는 상을 피하는 라우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경로로 선택된 노드로 데이터를 송할 때 

상되는 목 지 노드의 Hop Count를 송한다. 

 (2) 계 요청을 받은 노드는 요청 받은 Hop Count와 

자신이 목 지에 도달하는 Hop Count를 비교한다. Hop 

Count보다 자신의 상 Hop Count가 작다면 다음 경로에 

자신의 상 Hop Count 정보를 실어 송한다. 만약 요청 

받은 Hop Count가 같거나 크게 되면 라우 을 멈추고 이  

노드에 라우  실패를 알린다.

단, 이웃한 노드들  목 지 노드와 련한 노드가 없을 

때에는 pure tree 라우 을 통해 라우  송하고 역시 상 

Hop Count 정보를 보낸다.

4.3 TFSR 알고리즘의 향상

센서 네트워크 가장 요한 이슈는 에 지 소모이다. 

TFSR 알고리즘은 ZigBee 라우  보다 작은 Hop의 소스와 

목 지간 경로 설정을 하여 ZigBee 라우  보다 많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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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을 필요로 한다. 즉 송 회수를 이고 계산은 많아져 

Trade-off가 되지만 송시 에 지 소모가 계산에 의한 

로세싱 에 지 소모보다 크므로 히 TFSR을 조정하여 

효율 인 라우 을 만들 수 있다.  

 

• ZigBee 옵션을 이용한 TFSR 알고리즘 성능 향상

이웃 노드 테이블을 형성 할 때 장되는 정보는 PANId, 

64비트 IEEE 주소, 16비트네트워크 주소, 디바이스 종류, 그

리고 해당 노드와의 논리  계가 있으며 선택 으로 비컨 

순서(Beacon order), 트리 벨, 합류 허가 여부(Permit 

joining)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선택 사항으로 이웃 노

드 테이블을 형성할 때 depth와 index 정보를 리하여 목

지의 가족집합을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이웃 노드들와 가

족집합과 검색하는 과정의 계산량을 일 수 있다. 

 

• 필요한 가족집합만을 찾는 방법(TFSR 2)

첫째 우선 오리지  TFSR(그림 6)의 경우 목 지의 모든 

가족집합을 찾는다. 하지만 라우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는 가족집합만 필요하므로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 RM < 

j ≤ CM 부분은 가족집합을 찾기 하여 연산을 수행하거

나 가족집합 배열에 장할 필요가 없다. 

둘째 계산량과 메모리 공간를 이기 하여 목 지 노드

로부터 논리 으로 떨어져 있는 Hop count를 제한하여 가

족집합을 생성한다. 로 목 지 노드로부터 논리 으로 

2hop 떨어져 있는 가족집합은 목 지의 조상으로는 목 지

의 부모, 목 지의 부모의 부모 2개의 노드이고 목 지의 후

손으로는 목 지의 자식(Cm개)과 목 지의 자식의 자식

(Cm2개)만을 가족집합으로 찾으면 된다. 후손  라우  능

력을 갖는 노드만 가족집합으로 생성한다면 목 지의 자식

은 Rm개 그리고 목 지의 자식의 자식은 Rm2개 이다. 따라

서 메모리 공간과 연산량을 일 수 있다. 

목 지 가족집합의 결정 인자를 m(0≤m≤Lm) 이라고 하

면 다음과 같은 메모리 리소스를 약한다. Ancestor 

Family 배열 가족집합에 m개의 노드와 Descendant Family 

배열 가족집합에 식(6)의 값을 갖는다.

                    
  



                        (6)

• 목 지의 조상만을 가족집합으로 정의하는 방법(TFSR 3)

목 지의 조상 노드만을 가족집합으로 형성하는 방법으로 

그림 6의 STEP1과 STEP2 만으로 가족집합을 생성하기 때

문에 연산량이 감소하고 메모리 리소스도 Depth개로 감소한

다. 하지만 목 지의 후손만을 가족집합으로 정의 하는 방

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후손 생성을 한 연산량과 

메모리 리소스 사용은 조상 생성을 한 것 보다 많이 소모

되기 때문이다.

5. 성능 평가

NS2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 평가에서는 ZigBee의 계층

 라우 과 제안 알고리즘의 라우  비용의 비교를 통해 

성능향상의 정도를 평가한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네트

워크 크기는 100x100m2,각 노드의 최  통신거리는 20m으

로 동일하게 설정하 으며, 각 노드의 치는 임의의 값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각 시뮬 이션에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는 항상 변하며, 노드의 치에 따라 네트워크에 합류하지 

못하는 노드가 생길 수 있다. 본 성능 평가에서는 주어진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  80% 이상의 노드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에만 시뮬 이션 결과를 인정하 다. 한 

ZigBee의 네트워크 구성  디스커버리 차를 따르기 하

여 Cm=4, Rm=4, Lm=5로 설정하여 각 노드가 가질 수 있

는 자식 노드  수와 최  트리 깊이를 제한하 다.

ZigBee 표 에서는 이웃 노드 테이블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웃 노드 엔트리의 선택에 하여 정의 되어 있지 

않다. 즉, 최  이웃 노드 수(MaxNeighbor) 만큼 엔트리가 

장되어 있을 경우, 이웃 노드 엔트리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방법, 링크가 가장 좋은 이웃 노드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책이 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Coordinator와 나머지 노드들 간의 통신을 최 화 하기 

하여 이웃 노드 테이블이 최  이웃 노드 수 만큼의 엔트

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 노드의 엔트리보다 낮은 

트리 벨을 갖는 이웃 노드가 있을 경우 이웃 노드 테이블

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부모  자식 노드 

이외에 순수 이웃 노드들만 이웃 노드 테이블에 장하도록 

하 다.

그림 7 목 지 노드가 Coordinator이고 최  이웃 노드 수가 

5일 경우 모든 노드로부터 목 지까지의 평균 총 

hop count

Fig. 7 Total hop counts from all nodes to a destination in 

case the destination node is coordinator and the 

maximum number of neighbor nodes

그림 7과 8은 최  이웃 노드 수를 5, 네트워크에 합류한 

모든 노드들의 목 지 노드를 Coordinator로 설정하여 모든 

노드들의 라우  비용의 합을 계산함으로써, Tree(Pure 

Tree routing), ZigBee 계층  라우 과 TFSR1(오리지  

TFSR), TFSR 2, TFSR3 라우  비용을 비교하 다. 이때 

라우  비용은 동일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계산 되어진

다. 그림 7에서 보는 것 처럼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가 증

가하면서 총 라우  hop count는 증가하는 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안된 TFSR 알고리즘에서의 라우  비용이 계

층  라우 에 비해 하게 낮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그림 8에서는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에 따라 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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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까지의 각 노드 당 평균 hop count를 비교해 볼 수 있

으며 계층  라우 에서의 각 노드 당 평균 홉 수가 3~4인 

것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약 2홉만이 소모된다. 계층  

라우 에서는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노드 당 평균 hop count가 증가하는데 비해 제안한 방식에

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트리 벨을 가진 노드가 증가하

는 반면 부모 노드보다 낮은 트리 벨을 가진 이웃 노드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8 목 지 노드가 Coordinator이고 최  이웃 노드 수가 

5일 경우 목 지 도달까지의 노드 당 평균 hop 

count

Fig. 8 Average hop per nodes from all nodes to a 

destination in case the destination node is 

coordinator and the maximum number of neighbor 

nodes is 5

그림 9 목 지 노드가 임의의 노드이고 최  이웃 노드 수

가 5일 경우 모든 노드로부터 목 지까지의 평균 총 

hop count

Fig. 9 Total hop counts from all nodes to a destination in 

case the destination is an arbitrary node and the 

maximum number of neighbor nodes is 5

그림 9와 10에서는 최  이웃 노드 수를 5, 목 지 노드

를 임의의 노드로 설정하고 시뮬 이션을 50회 이상 반복하

여 평균 라우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해 보았

다. 일반 으로 목 지 노드가 임의의 노드일 경우 패킷이 

목 지 노드를 가지는 조상 노드까지 올라갔다가 목 지까

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를 고려했을 경우 목

지가 Coordinator일 경우보다 라우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목 지 노드가 임의

로 선택될 경우 계층  라우 에서 소요되는 총 hop count

는 목 지 노드가 Coordinator인 경우 보다 2배 가까이 많

다.  네트워크의 총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노드 당 

평균 hop count가 4.5에서 6까지 증가하게 된다. 제안한 알

고리즘에서 역시 목 지 노드가 Coordinator일 때보다 각 

노드당 평균 hop count가 약 1에서 1.5홉 증가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 계층  라우 과 비교할 때에 목 지 노드

가 Coordinator인 경우보다 노드 당 평균 hop count의 차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

즘의 기본 인 목 과 부합하는 결과임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각 노드가 송하는 패킷은 목 지 노드를 자식으로 하

는 노드까지 트리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 지 노

드까지 라우  비용이 가장 작은 이웃 노드의 가족집합 노

드에게 패킷을 달함으로 라우  비용이 감된 결과이다.

그림 10 목 지 노드가 임의의 노드이고 최  이웃 노드 수

가 5일 경우 목 지 도달까지의 노드 당 평균 hop 

count

Fig. 10 Average hop per nodes from all nodes to a 

destination in case the destination is an arbitrary 

node and the maximum number of neighbor nodes 

is 5. 

그림 11 목 지 노드가 coordinator일 경우 최  이웃 노드의 

개수에 따른 계층  라우  비 라우  비용 감율

Fig. 11 The rate of reduction of routing cost by the 

hierarchical routing algorithm following the maximum 

number of neighbor nodes  in case the destination 

is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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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목 지 노드가 임의의 노드일 경우 최  이웃 노드

의 개수에 따른 계층  라우  비 라우  비용 

감율

Fig. 12 The rate of reduction of routing cost by the 

hierarchical routing algorithm following the maximum 

number of neighbor nodes  in case the destination 

is an arbitrary node

그림 11과 12에서는 각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  이웃 

노드의 수를 조 하면서 계층  알고리즘 비 제안한 알고

리즘의 성능 향상 정도를 측정하 다. 그림 11은 목 지 노

드가 Coordinator일 때, 이웃 노드의 개수를 1, 5, 10, 무한

로 설정하여 계층  알고리즘에 필요한 라우  비용 비 

약된 라우  비용을 보여 다. 성능 평가에서는 각 경우

에 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웃 노드 테이블의 리 정책이 낮은 벨의 이웃 노드를 

우선으로 장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Coordinator로 

데이터를 달하기 해서 이웃 노드들  트리 벨이 가

장 작은 노드를 다음 hop의 노드로 선택하게 되는데 최  

이웃 노드의 개수와 상 없이 트리 벨이 가장 작은 이웃 

노드는 같기 때문이다. 이 을 분석해 보면 제안한 방식에

서의 라우  비용은 ZigBee의 테이블 기반 라우 의 성능과 

유사하다는 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최단 거리를 통해서 

Coordinator까지 데이터를 달하기 해서는 이웃 노드 내

에 트리 벨이 가장 낮은 노드가 간 노드로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2에서는 목 지 노드가 임의의 노드이기 때문에 이

웃 노드의 엔트리 수가 많을수록 TFSR의 가족집합  최

의 노드가 이웃 노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웃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약된 총 hop count의 비

율은 약 20%에서 50%로 격하게 증가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 노드를 제안하지 않았을 때 약된 

총 hop count의 비율이 약 50%인데 비해, 최  이웃 노드의 

수를 5~10정도로만 설정하더라도 약 30~40%의 라우  비용

을 일 수 있다는 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ZigBee 계층  라우 의 라우  비용의 비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ZigBee 표 에서 정의 된 이웃 노

드 테이블과 주소 부여 체계인 Cskip을 이용하여 라우  성

능을 향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

은 이웃 노드 테이블에서 목 지 노드의 최 의 가족집합이 

있다면 next hop node로 선택하게 하 으며, 이는 최  이

웃 노드의 개수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도 용이 가능하며 

경로가 루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 평가에서는 TFSR을 사용할 때

에 계층  라우 에 필요한 라우  비용의 30%이상을 감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으며, 특히, 목 지 노드가 

Coordinator일 경우 이웃 노드 테이블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ZigBee의 테이블 기반 라우 의 성능과 유사할 효과를 낼 

수 있다. 한 목 지 노드가 임의의 노드일 경우에는 각 

노드가 이웃에 치한 얼마나 유용한 가족 노드를 많이 가

지고 있는지에 따라 라우  비용의 감 정도가 다르게 나

타났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응용에 따라 최  이웃 노드의 

수  이웃 노드 테이블의 리 정책, TFSR의 m 요소를 

달라함으로써 성능을 최 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알

고리즘을 효율 인 네트워크 성능을 요구하는 많은 응용 분

야에서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조 한 환경에 많은 노드들

이 집해 있고 빈번한 데이터 송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

서 본 논문의 알고리즘 TFSR을 극 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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