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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이동 싱크 시스템을 위한 앵커 노드의 결정 방식에 대해 고려한다. 분산 지역의 센서 시스

템에 대한 싱크 시스템의 방문에서 주기적 이동이 고려될 수 있다. 이동 싱크가 분산된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할 경우 분리된 지역의 센서 시스템은 싱크 시스템의 방문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싱크 시스템은 지정

된 시간 안에 방문 지역에 접근하며 앵커 노드는 싱크 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수행한다. 

키워드: 이동 싱크 시스템 (mobile sink system), 앵커 노드 (anchor node), 

결정적 방식 (deterministi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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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분산 지역에 대한 싱크 시스템의 운용은 하나의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 네트워크 연결 방식으로 싱크 

시스템은 이동에 따라 각 지역을 방문하여 상황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1]-[6]. 싱크 시스템의 방문은 네트워크 상황, 정보 수집의 특성, 

그리고 정보의 성격과 관리 방안에 따라 수집방식이 다르게 수행될 

수 있다[7]-[9]. 주기적 방식의 경우 이동 싱크 시스템은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지역에 진입하여 센서 시스템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하

여 정보를 수집한다. 비주기적 방식의 경우 이동 싱크는 사전의 지정된 

시간이 아닌 임의의 시간에 분산 지역을 방문하며 센서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앵커를 지정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주기적 방식은 

이동 싱크 시스템이 이동 상황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정보의 정확한 수집이 요구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싱크 시스템의 주기적 방문을 고려하며, 이에 

대한 앵커 노드에 대한 설정을 고려한다.

II. Mobility Path Alteration

분산된 센서 시스템 지역에서 싱크 시스템의 주기적 방문은 각 

지역의 센서 시스템의 정책 운영에 대한 스케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동 싱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다음 센서 네트워크 지역을 방문하며, 

미리 결정된 혹은 방문 시 결정되는 앵커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싱크 시스템이 센서 네트워크 

지역을 방문할 때에 사전에 결정된 앵커 시스템과의 연결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센서 시스템들의 운영에 의해 앵커 노드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노드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동 싱크 

시스템은 해당 지역을 떠나기 전에 다음 방문 시 앵커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노드의 정보를 고려한 다음 앵커 노드의 후보를 파악한다. 그림 

1은 이동 싱크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 네트워크 지역을 

빠져나가 전에 후보 노드들을 설정한 후에 최종 앵커 노드를 지어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최종 앵커 노드의 지정은 다음 방문에서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드를 앵커 노드로 

결정하게 된다. 앵커 노드 후보들은 이동 싱크 시스템의 방문에 대비하

여 센서 시스템의 특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는 같은 지역을 이후에 이동 싱크가 방문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그림 1에서 사전에 지정된 앵커 노드가 싱크 

시스템에 대해 정보보고를 위한 연결을 수행한다. 센서 시스템들은 

사전에 앵커 노드가 결정되어 있기에 앵커 노드 선정을 위한 작업이 

필요 없으며, 수집된 정보를 곧바로 앵커 노드를 통하여 보고하거나 

사전에 전송할 수도 있다. 이동 싱크는 추가적인 연결 수행의 필요 

없이 지정된 시간에 해당 센서 시스템 지역에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후보 노드들을 

통하여 다음 앵커 노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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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chor node determination

Fig. 2. Sink system visiting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분산 센서 네트워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동 싱크 시스템에 대해 고려하였다. 이동 싱크 시스템은 다음 방문을 

위하여 후보 노드들 중에서 앵커 노드를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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