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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중 채널을 지원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를 달리하는 전송 기법을 제안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 전송시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송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므로 먼 거리에서 전송된 패킷의 전송 

실패로 인한 재전송은 추가적인 많은 에너지 소모를 유발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전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에너

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전송 거리가 먼 센서 노드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안정적인 전송 환경을 제공한

다. 높은 우선순위의 수신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를 보다 많이 할당한다. 실험의 결과 제안 기법은 연

결실패확률과 재전송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nsmission scheme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on wireless multi-channel sensor 
networks. This proposed scheme differentiates the number of usable channels based on a priority. Sensor nodes 
consume the most energy to transmit data. Also, as transmission distance is far, they consume the more energy. 
Therefore retransmission due to transmission failure of sensor nodes that are long transmission distance is required 
more energy consumption. In this paper, we provide a stable transmission environment by allocating a high priority for 
data that is sent far away. The received data with a high priority is more allocated the number of usable channels. In the 
experiment results, the receiving failure probability and the restransmission energy consumption of proposed scheme is 
superior to ones of comparison scheme. 

키워드 : 다중채널, 우선순위, 재전송, 전송거리, 센서 네트워크

Key word :  Energy consumption, Multi-Channel, Sensor networks, Transmission Distance, Priorit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1 : 183~190 Jan. 2014

184

Ⅰ. 서  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센

서 노드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는 소형 

장치들이다. 이러한 소형 장치들로 구성된 센서 네트워

크에서는 센서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센

서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에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라우팅 경로 최적화, 중복 데이터 통합 

및 압축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하여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전송 거리는 센서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

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에서는 전송에 

필요한 증폭에너지의 소모량을 전송 거리에 따라서 다

르게 분류하였다. 짧은 거리 전송의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먼 거리 전송인 경우에는 전송 거리

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센서 네크워크는 소수의 싱크노드에게 

다수의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적 트리 구

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싱크 노드 주변에서는 데이터의 

병목 현상으로 인하여 패킷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싱크노드 주변에서는 전송 데이터의 손실로 인한 재전

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 전송시

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전송

은 센서 노드들의 많은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모시킨

다. 특히 전송 거리가 먼 데이터의 전송 실패에 따른 재

전송은 전송 거리가 짧은 데이터의 재전송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의 빠른 붕괴

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송거리에 따라서 전송

되는 패킷들의 중요도를 차별하여 먼 거리에서 전송되

는 데이터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전송 환경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수신되는 데이터

들의 RSS(Received Signal Strength)를 측정하여 전송

거리를 추정하고 전송거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할당

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수신 데이터들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많이 할당하여 전송거리가 먼 데

이터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전송환경을 제공하여 전송 

실패율을 줄인다. 전송거리가 먼 데이터들을 위하여 많

은 채널을 할당하여 전송 실패율을 줄이면 전송거리가 

짧은 데이터들의 전송 실패율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

나 에너지 소모의 관점에서는 전송거리가 짧은 데이터

들의 전송 실패로 인한 재전송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전송거리가 먼 데이터들의 전송실패로 인한 에너지 소

모보다 작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 

기법에서 전송거리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사용 가능한 채널을 차별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제안 기법에 대한 모의실험과 실험 결

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

후 연구과제를 보인다. 

Ⅱ. 관련연구

센서 네트워크에서 전송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혼잡 제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2-4]. 
[2]에서는 센서 노드의 버퍼 점유량 뿐만 아니라 채널의 

상태에 다라서 혼잡을 감지하고, 혼잡을 제어하기 위한 

CODA(Congestion Detection and Avoidance)가 제안되

었다. CODA에서는 혼잡의 상태에 따라서 Open- Loop
와 Closed-Loop 방법을 이용하여 혼잡을 제어하였다. 
[3]에서는 각 노드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센서 네트워크에

서 혼잡이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패킷을 전송하는 

PCCP(Priority-based Congestion Control Protocol)을 

제안하였다. PCCP는 싱글 채널 기반의 혼잡제어 기법

이다. [4]에서는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

하고 이중 큐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송 경로를 달리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잡 제어 기법은 혼잡의 발생을 감지

하고 혼잡시에 혼잡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혼잡을 감지하였을 때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전송이 

실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잡제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모

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송거리가 먼 데이터들에 있어서 

전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

잡제어 기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전송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다중 채널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센서 네트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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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다중 채널 기반의 MAC 프로토콜에 대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5-6]. [5]에서는 다중 채널을 

이용하는데 있어 하나의 채널은 협상을 위한 제어 채널

로 사용하고 나머지 채널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채널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기법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많이 알려진 LEACH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6]에서는 다중 채널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

래픽 로드에 다라서 라우팅 경로상에서 채널을 가감하

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동 통신에서는 호의 종류에 따라서 가용 채널의 수

를 다르게 예약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동 통신에

서는 통신의 연속성이 있는 핸드오프 호가 신규 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예약 가능한 채널의 수를 더 

많이 할당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7]. 

Ⅲ. 전송거리 기반의 차별적 채널 할당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수신되는 데이터들의 

RSS를 측정하여 RSS의 수신 강도에 따라서 수신된 데

이터에 우선순위를 할당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별로 사

용 가능한 채널의 수를 달리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데

이터에는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를 더 많이 배정하여 

전송의 신뢰성을 높인다.

3.1. 전송거리에 따른 우선순위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노드들이 수집한 데이터

를 싱크노드에 가까운 주변의 센서 노드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직접 싱크노드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경

우에 싱크 노드까지의 거리나 혹은 주변의 센서 노드들 

간의 거리가 먼 경우의 데이터 전송은 가까운 거리의 

데이터 전송에 비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혼잡의 발생이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전송된 데이터가 

손실되어 재전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에너

지 소모가 발생한다. 먼거리 전송의 경우에는 더 많은 

추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전

송에 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전송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송 거리에 따른 우선순위

를 할당하기 위하여 RSS를 이용한다.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를 수신할 때 그 데이터의 RSS

를 측정할 수 있다. RSS는 일반적으로 전송거리가 멀수

록 약하게 측정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RSS의 강도

에 따라서 전송 거리를 상대적으로 추정하여 우선순위

를 할당한다.
그림 1에서는 RSS의 수신 강도에 따른 개의 우선

순위를 분류한다. 그림 1에서 max와 min  수신

된 데이터의 RSS 측정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은 우선순위를 분류하기 위한 RSS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1. RSS를 이용한 우선순위 분류

Fig. 1 Classification of priority by using RSS

그림 1에서 max와 min은 새로 수신된 데이

터의 RSS가 측정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고 

 은 (1)에 의해서 구해진다.

 

maxmin                      (1)

수신된 데이터 의 우선순위는 (2)를 이용하여 구

한다.

 










  ≤min


 min 



 min  max
max ≤

  

 (2)

(2)에서 는 수신된 데이터 의 우선순위다.

3.2. 우선순위 기반의 차별적 채널 할당

수신된 데이터에 우선순위가 배정된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를 차별한다. 그림 2에서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총 채널의 수가 개이고 우선

순위가 개인 경우에 있어서 우선순위 기반의 차별적 

채널 할당을 보인다. 그림 2에서 1번 채널부터 번 채널

까지는 모든 우선순위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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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고, 번 채널부터 번 채널까지는 우선순위 부

터 우선순위 2까지의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 구

간이며 마지막 번 채널은 우선순위 의 데이터만 사

용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림 2의 채널 구간들은 수신된 

데이터의 우선순위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낮은 

우선순위 데이터가 많이 수신되면 모든 우선순위 데이

터가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가 증가하고 높은 우선순위 

데이터가 많이 수신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들만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증가한다.

그림 2. 정보통신망 흐름도우선순위에 따른 차별적 채널 할당

Fig. 2 Differentiated Channel Allocation according to 
Priorities

우선순위별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채널의 수를 어

떻게 나눌 것인가는 본 논문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그
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채널의 수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수, 데이터들의 입력률, 채널의 수 등 고려

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

험을 통해서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른 채널의 수를 평가

할 것이다.

3.3. 차별적 채널 할당 모델링

먼저 우선순위 데이터들의 도착 비율은 (3)을 만족해

야 한다.

                               (3)

각 우선순위의 데이터 도착율은 , , ..., , ..., 
의 비율을 가지는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수

식 (4)를 정의한다.

    
  

                (4)

각 우선순위 데이터의 채널 유지 시간은 평균 

의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 
   , ...,   로 정의한다. 

그림 3. 채널 상태 전이도

Fig. 3 Channel Transition Diagram

그림 3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채널을 배

정하는 경우의 채널 상태 전이도를 나타낸다. 그림 3에
서 해당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별 데이터들의 

입력률을 초과하면 상태가 전이된다.
그림 3의 상태 전이도를 기반으로 마코프 체인의 생

성소멸 과정을 이용하여 각각의 채널이 사용될 확률인 

(5)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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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에서 는 (6)으로 정의한다.

만약 우선순위 1부터 우선순위 까지 사용 가능한 채

널의 개수가 이라면 채널까지 사용될 확률은 






이고 우선순위 의 데이터가 채널에서 수신 실

패할 확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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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선순위별 채널 수 분할에 따른 수신실패확률 (a) 우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0채널), 우선순위 3(5채널) (b) 우선

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2채널), 우선순위 3(7채널) (c) 우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3채널), 우선순위 3(10채널) (d) 우
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4채널), 우선순위 3(13채널) 
Fig. 4 Receiving Failure Probability according to Division of the Number of Channels per Properties (a)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0 Channel), Priority 3(5 Channel) (b)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2 Channel), Priority 3(7 
Channel) (c)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3 Channel), Priority 3(10 Channel) (d)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 
(14 Channel), Priority 3(13 Channel) 

Ⅳ. 실험 및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의실

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3.2장에서 언급하였던 우선순위

에 따른 사용가능한 채널수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3개로 구분하였

다.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력률()
을 조정하여 사용가능한 채널수에 따른 수신 실패 확률

을 보인다. 그리고 사용가능한 채널수에 따라서 재전송

에 따른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을 살펴보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그림 4
와 그림 5의 실험결과에서 멀티채널은 본 논문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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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선순위별 채널 수 분할에 따른 재전송 에너지 소모량 (a) 우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0채널), 우선순위 3(5채널) 
(b) 우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2채널), 우선순위 3(7채널) (c) 우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3채널), 우선순위 3(10채
널) (d) 우선순위 1(15채널), 우선순위 2(14채널), 우선순위 3(13채널) 
Fig. 5 Retransmission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Division of the Number of Channels per Proorities (a)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0 Channel), Priority 3(5 Channel) (b)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2 Channel), Priority 
3(7 Channel) (c)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3 Channel), Priority 3(10 Channel) (d) Priority 1(15 Channel), 
Priority 2(14 Channel), Priority 3(13 Channel) 

안한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다중채널만을 적용한 경우

이다.
그림 4에서는 우선순위 별로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

를 다양하게 설정한 후에 입력률을 조절하여 수신실패

확률을 측정하였다. 총 채널의 수는 15개이며 15개의 

채널을 3개의 우선순위로 나누었다. 그림 4의 (a)는 사

용가능한 채널의 수를 균등하게 5개씩 나눈 경우이고, 
(b), (c), (d)는 모든 우선순위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구간을 더 많이 배정하였을 때의 수신실패 확률을 보인

다. 그림 4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수신실패확률은 우선순위를 미적용한 경우보다 더 좋

은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많이 배정할수록 가장 낮은 우선순위

의 수신실패확률도 개선되어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수신실패확률은 증가하였다. 그
러므로 모든 우선순위 데이터가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

를 많이 할수록 우선순위 별 수신실패확률의 간격은 줄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에서는 그림 4의 경우에 있어서 재전송으로 발

생하는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보인다. 그림 5에서

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를 차별

화 한 경우에 재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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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소모량과 우선순위와 채널수를 차별화하지 않은 

경우의 에너지 소모량의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경우에 그림 5의 네가지 경우 모

두에 있어서 재전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에너지가 작게 

소모되었다. 그리고 그림 5에서는 우선순위 별로 채널 

수를 다르게 분리한 경우의 재전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a)와 (b), (c)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력률이 35이하에

서는 (b)와 (c)가 (a)에 비하여 근소하게 좋은 성능을 보

이지만 35부터는 (a)가 (b)와 (c)에 비하여 근소하게 좋

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력률이 높아질수록 채

널의 수를 균등하게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고 또한 입력률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채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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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채널수에 따른 재전송 에너지 소모량

Fig. 6 Retransmission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annels

그림 6에서는 채널 수를 다르게 설정한 경우에 있어

서 재전송 에너지 소모량을 나타낸다. 그림 6에서 제안 

기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3개로 나누고, 우
선순위에 따른 채널수는 균등하게 3개의 영역으로 배정

하였다. 그림 6에서는 '(P)'가 인덱싱된 항목은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기법이 적용된 경우이다. 제안된 기법이 

적용된 경우에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재전송 

에너지 소모량이 작게 발생하고 채널의 수가 많은 수록 

재전송 에너지 소모량이 작게 발생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채널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전

송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전송 거리에 멀수록 

안정적인 전송 환경을 제공하는 전송거리 기반의 채널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전송거리가 멀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수신 데이터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를 더 많이 배정하여 

먼 전송 거리 데이터를 위해서 안정적인 전송 환경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모의 실험을 통

해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기법을 적용하지 않

은 경우보다 재전송 소모 에너지가 감소하였고 채널

의 수가 많을수록 재전송 소모 에너지가 감소함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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