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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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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data harvest in distributed senso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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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구성은 연속 인 단일한 지역에 분포하기도 하지만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여러 

분리된 지역에 노드들이 분포하여 네트워크를 운 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분포된 센서 노드에 한 자료 수집은 기존의 
연속 인 지역의 자료 수집과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분산된 지역에 의한 센서 네트워크의 운 은 기존의 연속

인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지역에서 분포된 센서 노드에 한 데이터 수집 방안에 해 
기술한다. 분산된 지역의 노드들은 이동 싱크와의 즉각 인 연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노드의 운 방안에 해 고려하여

야 한다. 이동 싱크와의 즉각 인 연결 방안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송이 가능하겠지만 분산 지역에서의 싱크 연결은 이동 

싱크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하여 제안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 분산 센서 네트워크에서 주기  데이터 수집 방안이 임계치 방안에 의한 데이터 수집보다 체 운 시간이 더 길게 

나타냄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In sensor networks, sensor nodes are usually distributed to manage the networks in continuous unique area, 
however as by the network property nodes can be located in several areas. The data gathering of distributed nodes
to several areas can be different with current continuous area. Hence, the distributed networks can be differently 
managed to the current continuous networks.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data gathering of sensor nodes in 
distributed sensor areas. It is possible that sensor nodes cannot instantly connect the mobile sink, and the node 
operation should be considered. The real time data sending to the instant connection scheme of mobile sink can be 
implemented, but the property of mobile sink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sink connection of distributed area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posed scheme by the simulation result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lifetime to the periodic data gathering method is longer than the threshol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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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센서 네트워크는 지난 십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수

요가 증 되고 있다[12,3,4]. 한 센서 네트워크에 한 
개발은 산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학 혹은 연구기 에

서도 다양하게 근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센서 네트워
크에 한 응용분야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5-8].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은 데이터를 센싱하고 

보고하는 센서 노드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싱크 시스템, 
그리고 싱크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축 하거나 

로세싱하는 서버로 구성된다[9]. 센서 노드는 작은 크
기의 비용 시스템을 기 으로 하며 넓은 지역에 분포

하도록 구성한다. 센서 노드는 목표치의 데이터를 감지
하 을 경우 해당 센싱 데이터를 싱크 시스템에 보고한

다[10]. 이 게 센서 노드는 비용의 시스템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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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량으로 구성되다보니 시스템의 운용 인 측면

이 고려되기도 한다. 센서 노드는 력 운용을 기본으

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운용의 구성 인 측면과 싱크

와의 데이터 송에 한 방식에 의하여 네트워크의 성

능이 크게 좌우한다. 노드의 운용은 력 소비를 한 

노드의 운용 모드를 구성하는 것이다. 기본 인 우용 모

드는 송신, 수신, 센싱 그리고 기모드 등으로 나뉜다. 
데이터의 송신과 수신은 노드 자체의 센싱 데이터에 

한 송신도 있지만 다른 노드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한 

송수신도 있다. 이는 일정 역에서의 노드의 구성에서 
발생하는 라우  때문이다. 단일한 노드가 직 으로 

싱크에 데이터를 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다른 

이웃 노드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센싱 데이터를 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웃하는 노드들로부터 지속으로 데이터
를 라우 할 경우 해당 노드는 자신의 센싱 데이터에 

한 력 소모뿐만 아니라 라우 에 한 력 소모도 고

려하여야 한다. 기모드는 센서 노드가 이웃 노드에 
한 라우  송이나 센싱 데이터의 송 등의 데이터 

송 련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력 모소를 이기 

한 방안이다. 이 게 센서 노드는 기본 인 모드를 운

용함으로서 자신의 노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한 이
러한 기본 인 센서 모드에 한 기능 인 운용에 의해 

력 소비의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체 네트워
크의 운  시간에 향을 미친다. 
센서 노드의 라우 은 센서 네트워크의 운 에 큰 부

분을 차지한다. 센서 노드와 싱크 시스템 간의 데이터 
송  제어 메시지 송은 노드의 력 소비에 향을 

미치며, 이는 체 네트워크의 운용시간을 좌우한다. 따
라서 네트워크 운용 시간의 극 화를 한 라우  방안

이 지속 으로 제안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할 사항
은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동성이다. 센
서 네트워크의 경우 보통 노드는 특정 장소에 정지한 상

태로 있으며 싱크 시스템의 경우 이동을 하면서 노드들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설계된다. 따라서 센
서 노드가 센싱한 데이터를 싱크에게 어떻게 달하느냐

가 네트워크의 운용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

다.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방안에서는 네트워크 지역이 
일정한 형태로 퍼져있으며, 이에 센서 노드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는 가정 하에 싱크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하지만 센서 네트워크는 그 용 범 도 다양해지

며 응용 범 도 넓어지고 이는 실정이다. 이는 기존에 

용되던 방안이 지속 으로 그 역을 넓 가는 센서 네

트워크의 응용 범 에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의 환경은 기존의 단일한 지역에서의 네트

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지역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일한 지역에서
의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환

경에 해 고려한다. 특히, 분산 지역에서의 센서 네트워
크의 구성에 한 방안을 기술한다. 센서 네트워크의 운
용은 응용 서비스에 따라 언제든지 분산 지역에서 운용

될 수 있다. 그러면 분산지역에서의 센서 네트워크에 
한 운용 방안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2장에서는 

분산 센서 네트워크의 한 특성에 해 기술하며, 이에 
한 방안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분산 센서 네트워
크에 해 시뮬 이션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4
장에서 결언을 맺는다. 

 

2. 분산 네트워크 구성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은 노드의 치가 연속

으로 일정지역에 치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센서 노드들이 치할 수 있으며, 
노드의 임의의 데이터를 센싱하여 싱크 시스템에 데이터

를 달할 경우 다른 센서 노드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속 인 노드들의 구성을 

기반으로 한 라우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범 가 증 되고 있는 시 에서 센서 노

드의 구성이 일률 인 간격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분

산된 지역에 센서 노드들이 놓이게 될 수도 있다. Fig. 1
의 경우 기존의 연속 인 센서 노드의 구성과 분산된 지

역에서의 센서 노드를 보이고 있다. 
Fig. 1에서 (a)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센서 노

드들이 연속 으로 치한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네
트워크 환경에서는 센서 노드가 싱크 시스템 특히, 이동 
싱크에게 달한 데이터가 존재하면 라우  방안을 수행

한다. 한 이웃 노드들은 이러한 라우  방안에 력하

여 이동 싱크에게 데이터가 정상 으로 달되도록 한

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서는 이웃 노드와의 계, 이동 
싱크의 이동성 등을 통하여 이동 싱크의 치를 신속히 

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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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nsor node location

하지만 (b)의 경우 센서 노드의 구성은 다르게 된다. 
우선 노드들의 구성이 연속 인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 지역에 노드가  없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간 노드의 라우
을 통하여 노드의 데이터가 달되게 되는데 이 경우 

간 지역에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동 싱크에게 데

이터를 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보는 바
와 같이 노드 B가 감지한 데이터를 이웃 노드를 통하여 
이동 싱크에게 달하지만 센서 노드가 없는 간 지역

에서 해당 데이터 송이 끊기게 되는 것이다. 그림 (a)
에서는 만일 노드 A가 데이터 송에 한 노력을 지속
으로 기울인다면 충분히 이동 싱크에게 데이터가 달

되겠지만, 그림 (b)에서와 같이 노드 B가 데이터를 송
하려고 해도 간 끊어진 지역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이

동 싱크에게 달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노
드 B가 지속 으로 데이터 송을 해 이웃 노드를 통

하여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노드 B의 력은 데이터 
달이라는 실효성 없이 소모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b)
에서와 같은 분산 지역에서는 이동 싱크의로의 지속 인 

데이터 송 시도가 불필요한 력 낭비를 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동 싱크가 해당 지역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기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 싱
크의 방문이 알려지면 노드의 데이터 송이 가능하게 

된다. 
분산 지역 환경에서는 센서 네트워크 구성이 기존의 

연속 인 지역의 노드 환경에서의 구성과는 다르게 용

된다. 분산 지역에서의 센서 노들들은 데이터 송 시 우

선 이동 싱크가 자신의 지역에 들어와 있는지 악하여

야 한다. 여기서 이동 싱크의 방문에 한 악은 두 가
지 방법으로 나 어진다. 첫 째로 이동 싱크의 방문이 규
칙 일 경우이다. 이동 싱크가 분산 지역을 정해진 시간
으로 방문하게 되면 센서 노드는 이동 싱크의 방문 시간

에 해 동기를 맞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이 흐른 뒤에 이동 싱크의 방문이 상되면 데이터 송

을 해 비를 하며, 이동 싱크가 데이터 수집 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면 이동 싱크에 한 데이터 송을 

지하는 것이다. 두 번쨰로 이동 싱크가 비주기 으로 방

문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센서 노드는 이동 싱크의 방문 
시간을 측할 수 없으며 이동 싱크는 해당 지역을 방문

하게 되면 자신의 방문을 알려야 한다. 물론 주기 인 싱

크의 방문 방식에서도 자신의 방문을 알리는 것을 수행

할 수 있지만, 특히 비주기 인 방문에서는 이동 싱크의 

방문을 센서 노드들이 악하고 있어야 한다. 
Fig. 2는 분산 환경에서의 이동 싱크와 센서 노드와의 

데이터 송에 한 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센서 노드가 이동 싱크의 방문 시그 을 수신하게 되면, 
송에 한 라우 을 형성한다. 분산 지역에 들어온 이
동 싱크는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기 하여 노

드에 데이터 송 비를 하게 된다. 센서 노드와 이동 
싱크 간의 라우 이 형성되면 센서 노드는 이동 싱크로 

데이터 송을 수행하며, 다른 노드로부터 달된 데이
터도 라우 에 의해 이동 싱크로 달한다.  

if (sink visiting) {
  if(sink visiting signal) {
    make routing to sink 
    data transmission
    if(data receive) {
      forwarding data
    }
  }
  else {
    wait until signal receiving
  }
}
else if (sink departure) {
   turning sleep mode
   if(data sensing) {
     data registering
   }
}

Fig. 2. Data transmission/receive

일정시간 센서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이동 싱

크는 데이터 수신을 종료하고 다른 분산 지역으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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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비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벗어날 경우 이
동 싱크는 센서 노드들에게 싱크의 이동을 알리게 되며, 
싱크의 이동에 해 수신한 노드들은 데이터 송을 멈

추고 다음 방문 때까지 이동 싱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다. 만일 이동 싱크의 방문이 주기 이라면 센서 노드는 

다음 싱크의 방문을 한 타이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타이머가 종료되면 이동 싱크의 방문 시 으로 간주하고 

싱크의 방문 시그 을 기한다. 한 싱크의 방문 시그
 수신에 비하여 데이터 송을 비한다. 

3.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식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하

여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분산 지역을 기 으로 이동 싱

크는 주기 으로 방문한다고 가정한다. 센서노든는 고정
형 센서 노드이며, 체 력의 크기는 연속 인 송 

력을 기 으로 5분으로 가정한다. 

Parameters Performance
Area size 100 m * 100 m
Distance between clusters 50 m
Node number 50 ~ 100
Transmission range of node 10 m
The mobile sink speed 1 ~ 10 m/s
Sink mobility Determined path
Transmission range of sink 20 m
Transmission power 0.5 W
Received power 0.2 W
Idle power 0.01 W
Sensing processing power 0.05W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이동 싱크는 해당 분산 지역에 진입하면 자신의 방문

을 알리는 것으로 가정하며, 싱크의 방문이 이루어지면 
센서 노드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송한다. Table 1은 시
뮬 이션 환경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와 네트워크의 생존시간 차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의 (a)에서는 센서 노드의 수와 네트워크의 생존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3의 (b)는 이동 싱크의 이동 
속도와 네트워크 생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네트
워크 생존 시간은 임의의 센서 노드가 자신의 에 지를 

소모하여 더 이상 정상 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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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twork lifetime difference 

4. 결론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분야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상한다. 네트워크의 구성도 단일한 구성에서 벗어나 다
양한 방식으로 구성 것으로 상하며, 이에 한 네트워
크 운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의 네
트워크 구성에 해 고려하 다. 분산 환경에서는 센서 
노드가 이동 싱크에 실시간 으로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한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동 싱크가 네트워크 지역에 방문하
을 경우에만 데이터 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동 싱크
의 방문은 주기 인 방문과 비주기 인 방문으로 나 어

지며, 본 논문에서는 주기 인 방문을 기 으로 하 다. 
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분산 환경에서의 센서 네트워

크의 생존 시간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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