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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네트워크의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보안성은 단히 요하다. 침입탐지는 공격에 한 방어기법 의 하나

이지만 기존의 정형화된 침입탐지기술은 제한된 자원으로 운 되는 센서네트워크에는 하지 않다. 본 논문에

서는 송되는 패킷의 이상행 를 찰하는 침입탐지시스템에서 탐지노드의 선정  운 에 한 방법과 함께 침

입탐지시스템의 수명을 최 화하는 노드 스 링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된 최 화식에 하여 유 자 알고리

즘을 이용한 해를  개발하고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Security is a significant concern for many sensor network applications. Intrusion detection is one method of defending against attacks. 

However, standard intrusion detection techniques are not suitable for sensor networks with limited resources. In this paper, propose a new 

method for selecting and managing the detect nodes in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for anomaly detection in sensor networks and the node 

scheduling technique for maximizing the IDS‘s lifetime. Using the genetic algorithm, developed  the solutions for suggested optimization 

equation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methods by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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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센서네트워크와 보안

무선통신  자 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의 

 력 다 센서노드 구 이 가능하게 되었다. 감지, 

데이터 처리, 그리고 통신모듈들의 소형화에 따라 센

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소형화도  가능하게 되

었다. 센서네트워크는 장에서 력화 요소들의 이동

을 탐지, 환경오염의 감시, 도로상에서의 교통량 모니

터링, 건물에서의 사람들의 치추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응용분야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높은 보안성이 요구

된다[1-2]. 센서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른 보안요소는 다

음과 같다[3].

•데이터 비 성/무결성/신선성

•자율구성(self-organization)

  - 다  hop 라우 을 지원

  - 보안 채 형성과 유지를 한 키분배 지원

•시간 동기성(time synchronization)

•보안의 국지성과 보안

센서네트워크는 환경에 노출되어 분포되므로 물리

 공격에 무방비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공격받기 쉽다. 

한 제한된 에 지로 인하여 노드의 력을 소비시키

거나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 가

장 주목할 공격형태는 DOS(denial-of-service)로서 이에 

하여 네트워크 계층별 응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그 

이외에 암호화를 통한 보안 근방법으로서 공개키 암

호화방식, 칭키 암호화방식이 센서네트워크에 용

되었으며, 이를 한 키 리 로토콜로서는 앙 리/

분산 리, 키 분배 확률 기반의 로토콜 등의 기술이 

용이 이루어져왔다. 한 보안 라우  기술을 용한 방

식과 보안 데이터 수집기술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과 같

은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한 것이며 

이미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 을 경우 이를 탐지하는 

기능도 요하여 이를 지원하는 침입탐지시스템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침입탐지용 부가장치를 고려 

않고 기 분포된 노드를 이용한 침입탐지장치구축방법

에서 에 지 효율 인 운 기법을 제안하 다. 논문의 

구성은 먼  센서네트워크에서의 IDS 소개와 련연구

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에 지 효율 인 IDS 운 기법

의 모델링과 이에 한 알고리즘에 하여 기술하고 4장

에서는 효율성 검정을 한 시뮬 이션 결과를 함께 5장

에서 연구결론을 기술한다.

Ⅱ. 센서네트워크 침입탐지

2.1. 센서네트워크에서 IDS

술한바와 같이 센서네트워크에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것도 요하지만 이미 침입을 허용했

을 때 이를 탐지하는 기술도 요한다. 센서네트워크

용 IDS는 이상행 (anomaly)의 탐지(AID : anomaly 

based intrusion detection)와 자원의 악용(misuse)을 탐지

(MID : misuse  intrusion detection)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7]. 센서네트워크 IDS의 기능  구조를 그림 1에 나타

내었다.

그림 1. 센서네트워크 IDS
Fig. 1 IDS in Sensor Networks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IDS 임워크는 다양하

게 구성될 수 있으며 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능을 구 한다. 

•이웃하는 노드가 특정 노드를 찰

•네트워크에서 송되는 데이터를 분석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라우  정보의 변화에 따른 

토폴로지 변화를 찰

각각의 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웃노드의 찰을 통한 IDS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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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에 한 것이다.

2.2. 련 연구

센서네트워크 IDS의 구 기술에 한 연구가 최근

까지 많이 이루어져왔다. Anjum 등은 최소 컷 집합

(minimum cut-set)과 최소 역 집합(minimum 

dominating-set) 개념을 이용하여, 특별한 탐지 하드웨어

를 장착한 노드의 수를 최소화하여 분포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10], Agah 등은 네트워크 트래픽 부하와 

Markov 결정 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기법이 탐

지기법에 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 으며[11], Loo 등

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이상행  탐지기법을 이용

한 IDS 구 방법을 제안하 고[12], Su 등은 클러스터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이웃 노드로 송되는 비정상

인 패킷을 인식토록 함과 동시에 클러스터헤더를 모니

터하여 침입탐지기법에 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13]. Roman 등은[9]에서 "spontaneous watchdog" 개념을 

사용하여 이웃하는 노드를 패킷 탐지노드로 설정하는

데 하나의 패킷에 하여 최소 하나의 탐지노드가 설정

되도록 확률 인 모델을 제안하여 IDS에 용하 다. 

[15]에서는 IDS 노드의 공격에 한 감지확률과 에 지 

효율성에 한 연구를 나타내었다. 센서네트워크에서

의 IDS에 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이웃하는 노드를 이

용한 경우 에 지 효율을 고려한 운 기법에 한 연구

는 다. 

Ⅲ. 제안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DS 구성과 운 방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  센서네트워크가 BS(base station) 

기반으로 운 된다고 가정할 때 BS에 의하여 라우 이 

완료되면 센서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때 네트워크의 

패킷을 찰하는 IDS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유효

노드를 이용하여 구성되도록 한다. 체 네트워크를 커

버하는 IDS를 구성하는 노드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에

지 효율 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3.1 탐지노드

3.1.1 탐지노드기능

탐지노드의 기능으로서 이웃하는 노드들의 송수신 

패킷의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자체 외부침입여부를 

단하여 외부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고려하 다. 그러므

로 별도탐지 용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신되는 패킷

의 주소부분만 검토하여 특정 노드로 패킷의 편 상

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만 인식하는 기능은 소 트웨어

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에 지 소모에 큰 향을 미

치진 않는다. 센서노드는 일반 으로 에 지 효율 인 

운 을 하여 활동상태(active mode)와 유휴상태(idle 

mode)를 구분하여 한 동작모드로 운 된다. 그리

고 노드가 유휴상태에 있더라도 무선 수신은 가능하다

[14].

본 연구에서는 수신/유휴상태에 있는 노드를 탐지노

드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 다. 탐지노드로서  에

지소모에 있어서 일반노드와 비교시 부가되는 에 지

는 수신된 패킷의 분석에 필요한 CPU 부하에 불가하여 

미비하다. 를 들면 sinkhole 공격의 경우 패킷의 송

방향만으로도 침입여부를 단할 수 있다. 

3.1.2 탐지노드 선정방법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일반 으로 주어진 임무에, 

를 들어 특정지역에서의 화재감지, 필요한 노드 이상의 

수로 분포되어 운 된다. 따라서 잉여의 노드가 발생하

게 되며 이러한 잉여노드는 고장 체, 에 지 효율성 제

고를 한 임무교 , 고장극복(fault recovery) 등의 용도

로 사용된다. 

그림 2. 탐지노드 선정 원리
Fig. 2 selection principle for detector node

그림2는 7개의 노드가 분포된 상태에서 3 개의 노드

( , , )는 네트워크의 일부로 활용되어 패킷이 송

되며 나머지 노드(Ⓓ, Ⓔ, Ⓕ, Ⓖ)는 잉여노드이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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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노드 A에서 노드 B를 경유하여 C로 가는 경

로상의 모든 패킷을 수신하는 탐지노드가 되기 한 조

건은 경로를 커버하는 통신반경을 갖는 치에 있는 노

드이다. 이는 곧 A, B, C노드의 통신 역에 존재하는 모

든 잉여노드는 감지기 역할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3.1.3 탐지노드 선정문제

모델링을 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이미 충분한 수의 노드가 랜덤하게 분포되어있고 그

의 일부가 재 활동 인 노드들로 구성된 센서네

트워크가 있으며 나머지 노드는 유휴노드로 기하

고 있다.

2) 센서네트워크는 BS기반으로 운 되며 이웃하는 다

른 센서노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 기능을 수행한다.

3) BS는 산하 노드의 에 지 , 치에 한 정보를 갖

고 있으며 라우 과 함께 노드의 동작모드를 결정하

는 등의 네트워크 운 을 담당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경로를 탐지하는 노드의 집합은 

하나의 IDS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림 2에서, 각 유휴노

드는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노드들을 커버한다. 즉,  Ⓓ 

={ , }, Ⓔ={ , }, Ⓕ ={ , }, Ⓖ ={ , , }

3.2. 에 지 효율 인 운 모델

센서노드로 사용되는 MICA2의 경우 유휴/수신 상태

에서 에 지 소비는 동일하다[14]. 따라서 IDS의 패킷수

신상태에서의 에 지 소비량과 일반 유휴상태에서의 

에 지소비에서의 차이는 미미하다. 그러나 일단 이상

이 탐지되면 IDS는 이 사실을 알려야하므로 IDS를 구성

하는 탐지노드는 활성화되어 알림패킷을 BS까지 송

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DS가 이상을 탐지하

여  알림패킷을 송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

지소비 형태를 고려하 다.

모든 유휴노드의 잔량 에 지는 단 시간  ‘1’이라 가

정하면 체 노드가 연속 으로 동작할 때 네트워크의 

수명은 ‘1’이 된다. 

[16]에 의하면 그림 2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집합을 허

락하지 않는 조건(disjoint)에서 체를 커버하는 집합은 


 , 

 이며, 결과 으로 IDS의 수명은 

‘2’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IDS 수

명이 개선될 수 있다. 를 들면  ={Ⓓ, Ⓔ}에 ‘0.5’, 

={Ⓔ, Ⓕ}에 ‘0.5’, ={Ⓓ, Ⓕ}에 ‘0.5’ 그리고 ={Ⓖ}에 

‘1'을 용하면 IDS의 수명은 ‘2.5’가 된다. 

이와 같이 탐지노드에 한 시간으로 운 할 경우 

IDS의 수명은 개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

여 체 네트워크를 커버하는 IDS를 구성하는 노드의 

집합을 구하는 문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IDS 집합문제 : 유휴 센서노드 집합 C와 재 활동 

인 노드 집합 R이 주어졌을 때 체 R을 커버하는 센서

들의 집합 
 

⋯ 와 이에 응하는 ⋯ 를 

구하되  ⋯ 의 값이 최 가 되도록 한다. 

IDS집합문제는 최 화문제이며 정수 로그래

(integer programming) 형으로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Maximize  ⋯                     (1)

subject to 
  



 ≤ ∀∈


∈ 

 ≥ ∀∈   ⋯

where 


  if and only if ∈


여기서,p를 활동 네트워크를 커버하는 집합의 수이

고 n개의 유휴노드 집합    , m개로 구

성된 활동 인 네트워크 노드 집합   , 

이라할 때 유휴노드와 활동노드와의 계


      로 되며, 변수 

는 이진 값 (i=1..n, j=1..p;)으로 만일 가 를 구성하는 

노드이면 1, 그 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며,   ∊ ℜ, 0 

≤  ≤ 1으로  집합에 할당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3.3.  IDS 집합문제의 해

3.2에서 정의된 IDS집합문제는 최 화식으로서 다양

한 해결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3.3.1 Greedy 기법

Greedy 기법은 항상 최 의 해를 보장하지 않으나 간

단하며 빠른 수행속도에서의 장 을 갖고 있다. 일반

으로 센서네트워크는 량의 노드가 사용되므로 노드

의 수에 따라 최 화 방정식의 계산 량은 크질 수 있으므

로 연산 량의 부하를 감소한다는 장 으로 Greedy 알고

리즘을 사용하 으며 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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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dy (C, R, w)
1: set lifetime of each sensor to 1
2: SENSORS = C
3: i=0
4: while each target is covered by at least one sensor
   in SENSORS do
5:   /∗a new set cover Ci will be formed ∗/
6:   i = i + 1
7:     = ∅

8:   TARGETS = R
9:   while TARGETS = ∅do
10:     /∗more targets have to be covered ∗/
11:     find a critical target ∈ TARGETS

12:     select a sensor ∈ SENSORS with greatest

        contribution, that covers rcritical
13:       =   ∪ 
14:     for all targets ∈ TARGETS do

15:       if   is covered by   then

16:         TARGETS = TARGETS −
17:       end if
18:     end for
19:   end while
20:   for all sensors   ∈   do

21:     lifetime   = lifetime   −w

22:     if lifetime   == 0 then

23:       SENSORS = SENSORS - 
24:     end if
25:   end for
26: end while
27: return i-number of set covers and the set covers  , 

 , ..., 

알고리즘에서 C는 모든 노드집합, R은 감시해야할 

활동 인 노드의 집합, w는 노드의 수명 값이며 한번 

찰노드로 활동하면 ∈의 크기만큼 감소된다.  

TARGETS은 찰해야할 활동 인 노드 집합이다. 모든 

활동노드 커버여부는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으로 모든 노드를 커버하는 집합만을 상으로 하기 때

문에 역 커버를 기본 으로 만족한다.  5부터 19까

지가 발견  기법이 용되었다. 11의 은  이웃하

는 유휴노드들의 개수와 잔존에 지 고려하여 선택하

다. 왜냐하면 이 게 함으로서 유휴노드를 균등하게 

활용하여 체 에 지 소비를 효율 으로 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가 구해지면 를 구

성하는 모든 노드의 에 지는 w만큼 감소되며 다시 처

음으로 돌아가 다음의 를 구하게 된다. 

3.3.2  IDS 노드 동작 스 링  

Greedy 기법에 의하면 하나의 가 구해지면( 알고

리즘 9 - 19) 이에 따라 IDS구축되어 임무에 들어가

게 되며 일정 에 지를 소모하고(알고리즘 20 - 26) 

다음 를 구하기 하여 되돌아간다. 즉, IDS의 찰

노드는 스 에 따라 유휴/활동상태 환이 발생하

게 되는데 이때 를 구하는 시간동안 탐지노드는 유

휴상태로 되어 이상 상이 발생되더라고 달할 수 

없게 된다. 

그림 3. Greedy 알고리즘에서의 스 링  
Fig. 3 scheduling for Greedy algorithm

그림 3에서스 링 시간은 하나의 집합 를 구하는 

시간이며 동작시간은 에 따라 IDS로 동작하는 시간이

다. 이 두 가지 동작을 라운드 시간이라 한다면 라운드에 

존재하는 스 링 시간동안 이상 상이 발생하더라

도 이를 즉시에 달할 수 없게 되는 단 이 있다. 이는 

IDS의 지속 인 찰이라는 QoS (Quality of Service)

에서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4. 유 자 알고리즘 기법 

유 자 알고리즘 기법도 최 화문제 해결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 인 IDS기능을 보

장하기 한 방법으로 유 자 알고리즘 기법을 제안한

다. 이를 하여 술한 IDS구성요소 집합 를 한 번에 

구하여 이를 순차 으로 용함으로서 연속 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장 을 제공한다. 유 자 알고리

즘의 일반 인 동작순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종

료조건(termination condition)을 만족하는 모든 집합 

집합을 단일 수행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용

하면 그림 5와 같은 IDS 노드 스 링이 가능하다. 즉 

연속 인 찰이 가능하게 되므로 찰의 연속성이란 

QoS 이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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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e Chromosome

Create Population

Evaluate Fitness of Chromosomes

Selection Operation

Crossover Operation and Mutatio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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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Condition ?

Yes

No

End

Start

그림 4. 유 자 알고리즘의 동작
Fig. 4. The operation of genetic algorithm 

그림 5. 유  알고리즘에서의 스 링  
Fig. 5 scheduling for Genetic algorithm

본 연구에서는 앙처리방식의 유 자 알고리즘 기

법을 이용하여 IDS집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즉 

BS가 모든 노드에 한 치, 에 지  값을 알고 있

으므로 이를 이용한다.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IDS집합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문제에 합한 염색체 

표 방법과 함께 새로운 유 연산자들을 설계한다. 주

어진 센서노드와 목표지 들에 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염기는 모든 목 지 을 커버하는 하나의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염색체는 IDS집합문제의 잠재 해로서 

염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3.4.1 염색체의 표

유 자 알고리즘에서 문제의 잠재 해를 표 하기 

한 기본 인 개체를 염색체라 하고 각 개체를 이루는 요

소를 염기라 한다. 유 자 알고리즘에서 모든 해는 염색

체로 표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하

는 염색체의 표 ( 는 인코딩)방식은 이진비트열을 이

용한 방법이다. 이진비트열 방식은 가능한 모든 해를 표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어진 문제에 한 모든 해의 구

성요소가 결정된 상태에서 용가능하다. 커버해야할 

활동노드를 “target”이라 지칭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염색체를 부호화하기 해서 미리 모든 

target 커버를 수행하는 센서들의 집합들을 구하지 않고, 

센서들을 하나씩 임의로 선택하여 모든 target이 커버될 

때 까지 반복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염기를 구성하게 하

고, 이러한 염기들로 구성된 염색체를 문제의 해로 표

한다.  염색체의 인코딩 과정을 그림5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  는 모든 target을 커버하는 센서

노드 집합인 염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미리 구하지 않으며, 임의의 센서노드를 선택

하여 target 커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집합의 크

기, 구성요소 그리고 집합의 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실제 
 

 
⋯  는 염색체 인코딩 과정에서 만

들어지며 이러한 차에 따라 각 염기는 다음 그림 6과 

같이 임의의 염색체에 추가되어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

하는 결과가 된다. 만약 복되는 센서집합이 염기로 선

택된 경우에는 축약을 통해 배제한다.

그림 6. 염색체의 부호화
Fig. 6 The Chromosome Encoding

하나의 센서가 모든 target을 모두 커버하는 경우에는 

그 센서만을 요소로 갖는 하나의 집합이 된다. 하나의 염

색체 인코딩과정을 무한정 반복할 수는 없으므로 임의

의 시행횟수를 두어 그 동안에 구성된 집합들을 하나의 

해로 간주하여 염색체로 설정한다. 제안한 인코딩 방법

의 성을 Kobayashi 등이 제안한 코드화의 평가규범 

[17]에 따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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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의 평가규범은 완비성(completeness), 건 성

(soundness), 비 복성(non-redundancy)이다. 완비성은 

문제 공간에서 해의 후보는 모두 염색체로 표  가능하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안한 방법에서는 모든 

target을 커버하는 센서 집합을 염기로 하여 염색체가 형

성되므로, 모든 해의 후보가 염색체로 표 될 수 있다. 

건 성은 유 자 알고리즘 공간의 염색체는 모두 문제

공간에서 해의 후보에 응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제안한 방법의 염색체는 그 크기를 노드와 target 수

를 고려한 최  길이로 구성할 경우에 모든 경우를 표

할 수 있으므로 건 성을 만족한다. 비 복성은 염색체

와 해의 후보는 1  1로 응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제

안한 방법에서는 하나의 염색체가 하나의 해 후보에 

응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방법은 완비성, 건 성, 비 복성

을 모두 만족하므로 유 자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인

코딩방법으로 하다.

3.4.2 선택연산

제안한 유 자 알고리즘에서는, 최 해 수렴속도를 

향상시키기 한 선택연산 방법으로서 엘리트 보존 기

법을 용하 다. 한, 각 염색체의 합도를 기 으

로 하여 룰렛-휠(roulette-wheel) 선택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우수형질의 염색체 요소가 다음 세 에

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 다. 룰렛-휠 선택기

법은 각 염색체의 합도에 따라서 선택연산을 통해 선

택될 확률이 비례 으로 할당된다. 즉, 각 염색체의 

합도를 모두 합한 값만큼의 크기를 가진 룰렛-휠을 가

정한다. 각 염색체는 이 룰렛-휠 상에 자신의 합도 만

큼의 공간을 배정받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도함

수는 최 화식에서 최 화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수명 

값이다. 

3.4.3 교차연산

IDS집합 문제에서 염색체의 각 염기들은 모든 target

을 커버하는 노드의 집합이다. 이들의 조합은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집합들을 구성하는 센서노드

의 수도 다양하다. 따라서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IDS집합 문제를 해결할 때 염색체의 인코딩은 가변 길

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안한 방법에서

는 구 하 다. 이와 더불어서 교차연산에서도 가변길

이를 갖는 염색체들에 한 교차연산이 수행될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차연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

로운 교차연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차연

산은 2단계의 수행과정으로 구성하 으며, 1단계에서

는 교차연산의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하여 가장 간

단한 1  교차를 수행한다. 즉, 2개의 부모염색체를 선택

하여 각 부모염색체에 해 임의의 교차 을 하나씩 선

택한 후 그 교차 을 기 으로 교차  이후의 염기들을 

교환함으로써 교차를 수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결과로 구성된 염색체로부터 축양과정을 통하여 복

되는 염색체를 배재한다. 

3.4.4 돌연변이연산

돌연변이 연산은 염색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성

과 가능한 넓은 해의 공간을 탐색하여 최 의 값을 찾기 

한 목 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돌연변이 

연산은 여러 개의 염기로 구성된 염색체에서 임의의 한 

염기를 다른 염기와 교체함으로서 구 한다. 제안하는 

유 자 알고리즘방식에서, 선택연산에 룰렛-휠 선택과 

엘리트보존기법을 병용함으로써 최 해로의 수렴속도

가 향상되는 반면 유 자 알고리즘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돌연변이 연산

을 설계한다. 

IDS집합 문제에서, 유 자 알고리즘의 염색체의 길

이가 길어진다는 의미는 노드의 집합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드 집합의 수가 많을수록 노드 자체의 에

지를 나 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 네트워크의 수

명이 길어진다는 가정을 한다. 형 인 돌연변이 연산

을 IDS집합 문제에 용하게 되면 염기의 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염색체의 크기가 클수록 

최 해 집합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IDS집합 문제

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돌연변이연산을 설계하고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돌연변이연산은 그림 7과 같이 3

단계의 수행과정을 가진다.  먼  임의의 염색체 2개를 

선택하여 두 염색체를 결합하는 결합과정을 통해 염색

체의 크기를 키운다. 이는 IDS집합 문제에서는 한 센서

가 더 많은 집합에 참여할수록 그 평가도가 높아지게 되

므로,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최

해에 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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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돌연변이연산의 과정
Fig. 7 The process of mutation

두 번째 단계에서 임의의 한 염기를 선택하여 다른 염

기로 치환하는 형 인 돌연변이연산을 용함으로써 

새로운 염색체가 생성된다(Step 2). 두 염색체를 결합하

면 복되는 염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약을 통해서 

복염색체를 제거한다(Step 3). 

3.4.2 평가함수

유 자 알고리즘에서 임의의 염색체에 한 합도

는 평가는 주어진 문제의 최 화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염색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염색체가 나타내는 수명 

값을 평가함수로 한다. 유 자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평

가함수는 식(2) 과 같다.

 
  



                        (2)

여기서, 는 선택된 염기의 서비스 시간 ,즉 노드집합

들의 동작시간이고, p는 염색체 수이다. 즉, 한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기들의 집합에  하여 동작시간을 설정하

고 이 염기들의 동작시간 합산한 것이 선택된 염색체의 

수명이다.

3.4.5 알고리즘의 동작

유 자 알고리즘의 실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염색체를 부호화하여 생성

단계 2: 기 개체군을 생성 

단계 3: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엘리트 선정

단계 4: 최종 세 수가 될 때까지 최고의 합도를 

만족하는 엘리트 선정

이상의 동작은 BC에서 운 되는 것을 고려하 으며 

이러한 방식을 앙처리 방식의 유 자 알고리즘(CGA : 

centralized genetic algorithm)라 한다.

Ⅳ. 시뮬 이션

체 센서네트워크를 커버하는 새로운 구조의 IDS

를 제안-모델링한 IDS 집합문제에 한 해결방안으로 

유 자 알고리즘 방법(여기서는 CGA 방법) 의 유효성 

확인하기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노드가 분

포는 지역은 500 x 500, 통신반경은 100m로 설정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로그램은 Java (SE version 

1.6.0_24)로 구 하 으며,   HP proliont ML350( INTEL 

zeon 3.0GHz, 4 CPU)에서 MS Server 2003 EE 운 체제

에서 수행되었다.

먼  본 연구에서 제안한 CGA에서 교차율에 따른 

IDS 수명변화를 그림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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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GA에서 교차율 변화에 따른 IDS 수명
Fig. 8 IDS lifetime on crossover rate in CGA

시뮬 이션 요소로서 유 자 알고리즘의 세 수는 

100, 염색체 길이는 10, 그리고 교차율과 돌연변이율은 

0.1부터 0.9까지의 변화를 주었으며 활동노드 수는 5개

로 고정하 으며, 분포되는 센서의 노드 수는 10, 100, 

400 개를 각각 용시켰다. 그림 8에 나타나 반화 같이 

노드의 수가 을 경우에는 교차율의 변화에 반응이 미

비하지만 노드의 수가 많은 경우 0.3이상의 값을 갖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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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율에 따른 IDS 수명 변화를 찰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에서 노드의 수가 을 경우에는 

돌연변이율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지만 노드의 수가 많

을 경우 0.3 이상에서 비교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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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GA에서 돌연변이율 변화에 따른 IDS 수명
Fig. 9 IDS lifetime on mutation rate in CGA

돌연변이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해의 공간을 탐색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

나 연산 량이 많아지는 단 이 있다. 제안한 유 자 알고

리즘방식의 유효성 확인을 하여 Greedy 방법을 구

하여 비교하 다. 그림 10에서는 노드의 수는 100 ∼

1400, 활동노드의수는 5로 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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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활동 센서노드 수에 따른 IDS 수명비교 
Fig. 10 The comparison of IDS life as lifetime as 

active node number

3.2 에서 언 한 Greedy 방법에서 disjoint 조건에서 

해를 구한 것(SG : Simple Greedy)과 CGA에서는 그림 8, 

9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교차율 0.9, 돌연변이율은 0.7이

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단되어 설정하 으며 세

수는 100으로 하 다. 결과 disjoint 조건에서 Greedy 방

법보다 유 자 알고리즘 방식이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

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센서네트워크에서 모든 패킷을 찰

할 수 있는 IDS 구축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모델링하

으며, 제안된 최 화 식에 하여 에 지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유 자알고리즘에 의한 방식

의 해를 제안하 으며 Greedy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제

안한 방법과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 Greedy 방법

은 계산 량이 비교  작다는 장 이 있으나 IDS에서 연

속 인 찰이라는 QoS에 문제가 있다. 유 자 알고리

즘 방법은 상 으로 계산 량은 많으나 최 의  IDS 집

합을 한 번의 계산으로 구하기 때문에 연속 인 찰이 

가능해진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가변의 통신반경 기

능을 이용한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한 IDS 스 링 기

법, 운 모드 변환에 따른 context 스 칭을 고려한 운

기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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