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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연구 활동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네트워크 시뮬 이터는 NS2 나 

Mathlab 과 같이 기존에 개발된 시뮬 이터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시뮬 이터는 분석할 

수 있는 결과가 한정되어 있어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각 노드들의 데이터 송수신, 

력 소모량등 필요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동작 벨에서 각 노드의 력소모량, 성능, 이동성, 지리  정보를 시뮬 이션 할 수 있

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용 시뮬 이터 랫폼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뮬 이터는 기존에 개발된 네트워크 라우  

알고리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 라우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a lots of research proposals and results on mobile sensor network are actively announced. The most of such works are based on 

general-purposed network simulators such as ns-2, mathlab, etc. But, It is not easy to model and simulate the detail activities of each sensor 

node, data deliveries between them, and its cost such as power consumption and resource utilization, so that the simulation results of those 

simulators show the limited aspects of overall networks features or performance metrics. 

In this paper proposed, power consumption of each node, performance, mobility, and location information in operation-level of the network 

that can simulate a wireless sensor network simulator platform. Because the network routing algorithm analysis of being developed in an 

existing becomes available, the proposed simulator can usability in the new network routing algorith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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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존에 활용되었던 네트워크 시뮬 이터는  NS2를 

활용하거나 MATLAB을 사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하

다. 하지만 기존의 시뮬 이터는 분석할 수 있는 요소

가 한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는 심

역의 변화에 한 응이 느리기 때문에 무선 센서네트

워크를 시뮬 이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력소모량, 센서노드

의 성능, 지리 정보, 이동성등의 요소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WiSE-SIM(Wireless SEnsor network SIMulator)은 실제

환경과 동일한 AOI (Area of Interest)에 무선 센서노드들

을 가상으로 배치하여 무선 센서노드들의 네트워크 토

폴로지 형성  클러스터링 구성을 통하여 실제환경에

서 작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센서노드

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 이터이다. 한 각노드

의 동작 벨에서 속성을 정의 할 수 있기 때문에 력량, 

성능, 이동성 치등의 속성을 정의하거나 속성값을 입

력하여 시뮬 이션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제안된 네트워

크 토폴로지  로토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새로

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무선센서 

네트워크 뿐 아니라 범용 인 네트워크에도 용할 수 

있는 시뮬 이터 엔진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 연구를 통해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기술 동향과 사

용되고 있는 시뮬 이터의 기  내용을 알아보고 3장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WiSE-SIM의 기본 구성과 동

작원리를 확인해 본다.  4장에서 실험  분석을 통해 설

계한 시뮬 이터의 활용도  우수성을 확인해 보고, 마

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통해 추가  보안되

어야 할 부분을 알아본다. 

Ⅱ. 련 연구

2-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기술 동향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핵심소자 의 하나인 무선센

서 노드는 물리 는 환경계의 상을 정량 으로 측정

하여 사용자에게 달해 주는 역할을 해 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과정은 사용자가 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산업체 반 인 분야  군사

설비용을 활용될 수 있고, 최근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과 목하여 많은 분야에 응용되어 활용될 것으로 망

된다[1][2].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은 수질, 토

양 는 기후 측정을 수집하기 해 장기간 배포 솔루션

이 요구되는 환경 모니터링과 같은 어 리 이션에 이

상 이며, 력망, 가로등, 도시 상수와 같은 공익설비

를 해 무선 센서는 에 지 사용을 이고 리소스를 더

욱 잘 활용하기 해 시스템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형 방식을 제공 할 수 있다[3][4][5]. 구조 상태 모니터

링 시스템에서 고속도로, 다리  터 을 효율 으로 

모니터링하기 해 무선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건

물, 병원, 공항, 공장, 발 소 는 제조 시설을 지속 으

로 모니터링하기 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Ⅲ. WiSE-SIM

3-1. WiSE-SIM의 특징

WiSE-SIM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센서노드

의 동작 벨에 맞추어 특성 요소를 분석하기가 용이

하도록 시뮬 이션 엔진을 설계하 기 때문에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라

우  알고리즘 뿐 아니라, 노드의 력 소모량, 노드의 

성능 인 측면, 노드의 이동성과 치에 의한 심

역 센싱 등 기타 환경 변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기 쉽도록 시뮬 이터 엔

진을 설계하 다. 따라서 일반 인 네트워크에 용

되는 기존의 네트워크 시뮬 이터보다 경쟁력에서 우

수하다.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네트

워크 토폴로지와 네트워크 로토콜 알고리즘을 제안

할 수 있다.

3-2. WiSE-SIM 구성도

- NDL(Network Description Language)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술언어로 센서 네트워크의 구

성요소의 배치  연결 상태를 정의한다. NDL은 NDL 

Parser에 의해 NCG(Network Connection Graph)로 변환되

어 시뮬 이션 엔진에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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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 이션 엔진

시뮬 이션 엔진은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핵심 코

어로 Sim-Tick(Simulation Tick)을 사용자가 직  설정하

여 네트워크 시간이 진행되는 이벤트-구동 방식으로 작

동한다. 

그림 1. 이벤트-구동 시뮬 이션
Fig. 1 Event-driven simulation

- SCO(Simulation Constraints)

네트워크의 재구성 주기나 센싱 주기등의 정보를 포

함하는 Text 일로 시뮬 이션의 입력값 불러오거나 

시뮬 이터에서 자체 편집이 가능하다. 

- SOP(Simulation Output)

시뮬 이션 결과 네트워크 로토콜에 따른 노드 연

결 상태, 각 노드의 력 상태 등 노드에 한 체 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SDA(Statistical Data) 

결과에 한 통계 데이터로 재는 력 소모량만 포

함되어 있다.

그림 2. WiSE-SIM 구성도
Fig. 2 WiSW-SIM Component

- SDB(Simulation DB)

시뮬 이터 엔진의 코어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소

스 코드가 포함 되어 있다. SDB는 PDL(Protocol 

Description Language)를 통해 입력된 로토콜을 분석

하고, 분석된 PDL을 센서노드의 동작 상태를 표 한 

STD(State Transaction Diagram)로 변환 한다. 변환된 

STD와 노드의 제어  데이터의 흐름을 기본 블록 단

로 나 어 구성한 CFG(Control data Flow Graph)를 

이용하여 노드들의 동작을 측하고, 측 결과를 가

지고 시뮬 이션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시뮬 이션 

모델의 결과값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해 실제 센서 

노드의 측정값 MCD(Measured Characteristic Data)값을 

사용하여 측값을 보정한 후 SDB를 생성을 완료하게 

된다.

그림 3. SDB 생성과정
Fig. 3 SDB Generator

3-3. WiSE-SIM 컴포 트 

- Simulation Setup : 네트워크 체에 한 속성을 정

의할 수 있는 메뉴이다. 네트워크 체 센서노드의 수, 

노드 배치방법, 네트워크 로토콜 설정, 시뮬 이션 시

간 설정, 재구성 주기 설정, 센싱 주기 설정, 센서 노드타

입 설정, 센서노드의 이동성 설정등의 정보를 입력 제어

할 수 있는 메뉴이다.

- Node Editor : 노드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메뉴이

다. 센서노드의 유형, 통신채 의 수, 베터리 최  력

량, 베터리 충 률, 노드 최  통신 거리, 데이터 송속

도, 력 모델 등의 정보를 주어지거나 수정할 수 있다.

- Map Editor : 센서 네트워크가 개되는 심 역의 

지형과 장애물 등을 편집할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 지역

의 지형 이미지 선택, 센싱 상지역 추가, 심 역 삭

제, 장애물 추가  삭제, 맵의 정보등을 장하거나 수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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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er : 시뮬 이션 결과를 보여 다. 미리 설정

된 맵을 불러와 시뮬 이션 정보와 각 노드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뮬 이션을 시작하거나 단, 는 

일시 정지등을 하여 시뮬 이션 간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을 확 하여 세 화 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세부 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통신 역과 센싱 역등

이 표  되고, 그리드와 축척을 활용하여 거리를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4. Viewer
Fig. 4 Viewer

그림 5는 시뮬 이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Viewer 메

뉴를 실행한 화면이다.

  

Ⅳ. 실험  분석

기존의 고정형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이동성을 추

가한 mWiSE-Net 로토콜은 계층  클러스터링 구조

로 되어있고, 베이스 스테이션의 명령에 의해 네트워

크 자가구성, 클러스터 재구성, 센싱 역 확장 등의 네

트워크 알고리즘이 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 로토

콜이다.

mWiSE-Net 모델의 기본 인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mWiSE-Net 모델
Fig. 5 mWiSE-Net model

mWiSE-Net은 베이스 스테이션과 클러스터 헤드 노

드간, 클러스터 헤드 노드와 센서노드 사이의 물리  연

결 구조는 스타형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클러스터 헤드 

노드간 물리  연결 구조는 멀티 벨 구조의 메쉬형 구

조로 연결되어 있다. 

mWiSE-Net은 베이스 스테이션을 심으로 센서노드

의 작업 지시명령, 동작명령,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변경,  체 네트워크의 상태 감시등이 

이루어 진다[6].

네트워크 라우  로토콜을 시뮬 이션 하기 해

서 각 노드를 모델링 하 다. 실험에 사용한 mWiSE-Net

의 력 모델은 표 1과 같다.

구분 mWiSE-Net

노드 개수 100개

MAX RF-Cov. 5m

배터리 

용량

BS 10000mAH

CH 1000mAH

S 1000mAH

력 

사용량

기 2 mW/s

휴지 1 mW/s

데이터 처리 4 mW/S

데이터 센싱 5 mW/S

송신 0.525 * d + 16.5 mW/S

수신 56 mW/S

표 1. 노드 력모델
Table. 1 Node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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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휴지, 데이터 처리, 데이터 센싱, 수신의 경우는 

상수의 형태로 력량을 모델링 하 고, 송신의 경우는 

1차식의 형태로 모델링하 다.

송신과 수신의 력 사용량은 RF모듈 CC2420의 

송 거리에 언 된 따른 력 소모량에 한 실측 값을 기

으로 모델링하 다[7]. 송신 력 소모량의 0.525는 송

신 거리에 따른 소모 력 변화량을 의미하며 16.5는 보

정 값이다.

mWiSE-Net 로토콜을 WiSE-SIM에서 시뮬 이션

하여 설정한 시뮬 이션 시간이 지난 후  노드가 보유하

고 있는 에 지를 비교 다. 시뮬 이션을 하기 해 노

드 정보를 설정하고 총 시뮬 이션 시간을 6분으로 셋

하고, 시뮬 이션 단  시간을 1000ms로 설정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센싱 주기는 2s로 설정하고 클러스터 명

령어는 시뮬 이션 시작 후 100s 뒤에 베이스 스테이션

이 자동을 클러스터 명령을 체 네트워크에 송신하도

록 설정하 다. 

노드에 표시된 은 통신 역을 나타내며 시뮬

이터의 옵션에 의해 센싱 역과  통신 역을 On/Off 할 

수 있다.

그림 6. 시뮬 이션 과정
Fig. 6 Simulation process

기 노드배치가 완료되고 시뮬 이션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 으로 내장된 로토콜 알고리즘인 

mWiSE-Net를 용하여 설정한 시뮬 이션 타임에 의

해 시뮬 이션이 진행된다. 심 역에 베이스 스테

이션을  투입하게 되면 베이스 스테이션에 원이 공

되고, 베이스 스테이션 자체의 하드웨어 기화과

정이 끝나게 된다. 베이스 스테이션이 하드웨어 기

화 과정을 마치게 되면 무선 센서노드가 보내게 되는 

S_RDY 패킷을 기다리게 되는 수신 기(Listen) 상태

로 환된다.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ACK패킷을 수신 받으면 

무선 센서노드의 NRT를 업데이트하고, 베이스 스테이

션에게 등록완료 ACK 패킷을 보냄과 동시에 베이스 스

테이션과 연결 완료 상태가 되어 명령어 기 상태로 진

입하게 된다[8][9]. 

기 네트워크가 구성이 완료되고, 베이스 스테이션

으로 데이터 수집이 확인되면 베이스 스테이션에 의해 

기 개발되었던 네트워크 로토콜 알고리즘 실행 명령

어들이 수행 될 수 있다. 기 Simulation Setup에서 정의

한 네트워크 로토콜, 이동성, 네트워크 시간 등의 설정

값에 의해 자동진행하면서 클러스터링 구성  재구성, 

센서노드의 추가  삭제 등의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7과 같은 화면으로 보여주게 된다. 

그림 7. 시뮬 이션 결과
Fig. 7 Simulation result

 

그림 8에서 노드 ID의 값이 0을 나타내는 것은 베이

스 스테이션을 의미하며 result time은 시뮬 이터에서 

정의된 시뮬 이션 단  시간을 나타낸다. 결과화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로세스는 데이터를 처

리할 때 사용된 력량을 나타내며, 데이터 센싱은 노

드가 센싱시 사용되는 력량을 나타낸다. 송신과 수

신은 노드가 데이터 송수신시에 사용한 력량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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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체 노드의 상태별 력소모량
Fig. 8 Power consumption of the total node. 

체 노드의 상태별 력소모량은 네트워크의 각 노

드 상태 변화시 마다 에 지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확인하면 기 수신에 지와 송신에 지의 

소모량이 큰 이유는 시뮬 이션 시간에 네트워크 클러

스터링 명령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링이 완

료된 후에 센싱 작업과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기 시작

한다.

그림 9. 체노드의 력소모 량
Fig.. 9  Power consumption cumulation of the 

total node.

시뮬 이션 결과 각 시뮬 이션 시간에 체 노드의 

상태에 따른 력소모량을 하여 표시된 그래 이

다. 네트워크 체 력 소모량은  체 네트워크의 

노드가 소모하는 력을 유추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라이  타임이

나 노드의 생존시간을 유추하기 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Ⅴ. 결론  향후 연구과제

기존에 상용화된 시뮬 이터는 원하는 센서노드들

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뮬 이터의 가격과 효율성면에서 상

당히 비효율 이기 때문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필

요한 최 의 정보를 직 으로 얻을 수 있는 용 시뮬

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선센서 네

트워크 용 시뮬 이터를 한 랫폼으로 WiSE-SIM

을 제안하 다. 

WiSE-SIM은 실제환경과 동일한 AOI(Area of Interest)

에 무선 센서노드들을 가상으로 배치하여 무선 센서노

드들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성  클러스터링 구성을 

통하여 실제환경에서 작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어가 가능 시뮬 이터이다. 시뮬 이션 결

과 센서노드의 에 지 소모량, 네트워크 트래픽, 클러스

터링, 네트워크 토폴로지 알고리즘, 로토콜 알고리즘, 

등을 시뮬 이션 상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

질 인 필드 테스트의 비용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

고, 기존에 개발되었던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분석하거

나,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경제  측면에서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각 센서에 이동성을 추가하여 이동형 자가 구성 네트워

크를 가상으로 테스트하여 실제환경에 용 가능한 무

선 센서네트워크 토폴로지  로토콜 알고리즘을 구

축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WiSE-SIM의 력 모델은 재 

추정치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력 소모를 

측 할 수 없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은 

보다 정확한 력 소모량 측정을 해 실측을 통하여 

워 모델에 한 보정을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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