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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멀리떨어진 목적노드까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멀티홉전송을 통한 효율적인 라우

팅기법이 필요로 된다. 멀티홉전송에 있어서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경로가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다중경로를 활용한 안정적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경로 전체에 대해 다중경로를 사용하는 기존 다중경로 라우팅 기법을 개선하여 일부 열악한 링크 구간만을 다중경로

로 전송하는 부분 다중경로라우팅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하고 빠른 데이터 전송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전송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드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ABSTRACT

Efficient routing algorithm is required  to transmit data from source to destination by multi-hop transmiss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the multi-hop transmission, multipath routing can be one of the solutions to cope with the 
traffic congestion and unstable link condi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partial multipath routing which does not 
establish a secondary full routing path but a partial multipath to complement some poor links, and it can enable stable 
data transmission and reduce the number of nodes in routing path and the required total power compared with 
conventional multipath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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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
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하고, 
센싱하여, 싱크 노드로 전달하는 센서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이런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산

불이나, 지진 등이 일어나, 유선 기반의 네트워크가 동

작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무선센스 간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교통관리, 산불

이나 지진상황감시, 전쟁 상황감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카메라와 마이크의 발달로 비

디오와 오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멀티 미디어 센서 네트워크의 개발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1].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은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빠른 데이터 전

송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송경로를 설정

하는 라우팅프로토콜이 중요한 요소기술이 된다.
센서네트워크와 같은 에드혹 네트워크를 위한 대표

적인 프로토콜로써 OLSR (Optimized Link State 
Routing) [2], DSDV(Destination Sequenced Distance 
Vector routing) [3], DSR(Dynamic Source Routing)[4], 
AODV(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5]가 있다. 
그 중에서도 AODV는 에드혹 네트워크에서의 대표적 

라우팅기법으로 최소 홉 카운트 기반으로써 소스노드

에서 목적지노드까지 홉 카운트를 최소로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AODV는 최소 홉 카운트

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최소의 

노드로 경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간별 전송 속도가 모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홉 

카운트로 구성된 경로에 느린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전송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

하게 된다.  
또 AODV는 속도가 충분히 나와야 하는 실시간 감시

네트워크상황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단점을 극

복하고자 AODVM이라는 프로토콜이 나왔다[6]. 이런 

AODVM는 최소 홉 카운트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AODV와 같지만, 전송경로를 다중 경로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ODV보다 빠르고 안전한 전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ODV나, AODVM모두 최소 홉 카운

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다중

경로 라우팅 방식은 다중경로 전송으로 인한 경로간 간

섭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7]. 경로가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런 간섭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
지경로가 2개 이상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간섭문제가 생

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칫 단일경로 전송방식에 비해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게 된다. 다중경로 라우팅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소스 노드에서부터 목적지 노드까

지 링크의 상태에 상관없이 다중경로가 설정된다는 점

이다. 이 경우 링크상태가 우수한 경로의 경우에도 다

중경로를 사용하게 되므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노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노드의 불필요한 전력소모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경로 전체에 대해 다중경로를 사용

하는 기존 다중경로 라우팅 기법을 개선하여 일부 열

악한 링크 구간만을 다중경로로 전송하는 부분 다중

경로라우팅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안전하고 빠른 데이

터 전송을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전송에 참여

하는 노드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드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다중경로라우팅

2.1. 전송률기반  경로설정

기존의 센서네트워크는 단일 전송률에 기반한 저속 

전송의 네트워크 특성을 갖고 있었으나 멀티미디어 센

서네트워크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다

중 전송률에 기반한 전송방식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그림 1. 다중전송률을 갖는 네트워크에서의 경로설정

Fig. 1 Path selection in the multi-rate based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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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중 전송률을 지원하는 IEEE 802.11b 
기반의 전송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IEEE 802.11b
인 경우에는 1Mbps, 2Mbps, 5.5Mbps, 11Mbps를 지원

하고 있다.  기존의 AODV와 같은 경로설정 방식은 최

소 홉 카운트에 기반하여 경로를 설정하므로 다중전송

률을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센서네트워크에는 적합하지 

못한  라우팅방식이다.  
예를 들어 그림1처럼 링크 구간마다의 속도의 차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ODV의 방식에서는 최소 홉 

카운트가 최소가 되는 S-1-D를 전송경로로 선택할  것

이다. 경로 k에 대한 전송시간은 각 링크의 전송률, R
에 대한 역수의 합이  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

이때   는 경로 k에 대한 홉수가 된다. 그림1에서 

기존의 AODV경로설정에 의하면 경로1의 경우 홉수가 

2가 되어 홉수가 3인 S-2-3-D인 경로 2에 비해 작은 홉

수를 갖게 되어 경로 1 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경로 

1의 경우는 링크 전송률이 낮아 실질적인 전송시간을 

계산해보면 경로 2가 더 작은  전송신간을 갖게 되어  

최소 홉 카운트에 비해 빠른 전송경로가 된다. 
기존의 홉 수에 기반한 방식인 경우에는 최소 홉 수

를 갖는 경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구간별 속도가 느리더라도, 그림 1과 같이 전송지연이 

큰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소 홉 카운트 기반이 아니라 이러한 해당 채널마다의 

다중 전송률을 고려하려 해서 경로를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2.2. 다중경로  라우팅기법

센서네트워크는 다수의 노드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로가 이미 설정되었다 하

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특정 링크가 열화되거나 

특정 노드의 전력이 소모되어 설정된 경로로 더 이상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상

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경

로가 사용 불능 상태가 되거나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다중경로를 활용한 안정적 데이터 전송이 가

능하게 된다. 또한 다중경로 라우팅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트래픽을 서로 다른 경로로 분산시켜 전송함으로

써 전송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수율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림 2.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의 예시

Fig. 2 Example of Multi-path routing
 

그림2와 같이 모든 링크가 1Mbps의 용량을 갖는 센

서네트워크에서 경로1과 경로2의 다중경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고려해보면 경로1 으로만 전송할 때 소스에

서 목적지 노드까지 전송률은 약 1Mbps/3이 된다. 이때 

경로 2를 활용한 다중경로전송을 하게되면 전체 처리량

은 2배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전송률은 

2Mbps/3 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다중경로 라우팅에 

의한 전송기법은 단일 경로에 비해 시스템 전송률을 크

게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경로 1을 구성하는 노드들 중 특정 노드의 배터리가 소

모되었을 경우 또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특정 노드가 

전송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기존 단일 경로 전송

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경로를 설정해야하지만 다중경

로라우팅에 의한 전송을 이용할 경우 나머지 하나의 경

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

제를 해결하여 신뢰성이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 

2.3. 부분 다중경로 라우팅기법

다중경로라우팅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단일

경로 라우팅에 비해 보다 많은 노드들이 전송에 참여하

게 된다. 이때 링크성능이 우수한 경로의 경우는 다중

경로라우팅으로 인한 성능개선효과가 크지 않으며 다

중경로 라우팅을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노드들

이 전송에 참여하게 되어 노드의 전력소모를 야기하는 

단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다중경로라우

팅을 사용하는 것은 네트워크 성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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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링크의 채널환경이 열악

할 경우 그 특정 구간에서만 다중경로라우팅을 이용하

는 부분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을 제안한다. 본 문에서 

제시하는 부분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은 소스 노드에서

부터 목적지 노드까지 독립된 다중경로를 설정하는 것

이 아니라, 채널 상태가 안좋은 특정 부분의 링크에 대

해서만 다중경로를 설정을 한다. 이와 같이 채널 상태

가 열악한 특정 링크에 대해서만 다중경로를 설정함으

로써 해당 링크의 성능을 개선하면서도 기존 다중경로

라우팅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노드들이 전송에 참여하

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만약  주 경로

의 설정에 있어서 모든 구간에서 링크상태가 열악하다

면 기존 다중경로라우팅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다중경

로라우팅을 수행하게 된다.

(a)

(b)

그림 3. (a) 기존 다중경로 라우팅 (b) 부분 다중경로 라우팅

기법

Fig. 3 (a) conventional Multi-path routing (b) partial multi- 
path routing

그림 3(a)는 기존의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을 보여준

다. 채널상태가 않 좋아 전송률이 임계치이하로 떨어지

게 되면  다중경로를 설정하여 다중경로전송을 통해 전

송률을 높이게 된다. 그림3(a) 에서는 주경로의 두번째

와 세번째 링크의 전송률이      임계전

송률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소드노드 부터 목적노드까

지 독립된 이차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채널환경이 나쁜 일부링크 구간을 위해 전체적으로 다

중경로를 설정함으로써 필요이상의 노드들이 전송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림3(b)는 본문에

서 제시하는 부분 다중경로라우팅 기법을 보여준다. 그
림에서 보듯이 주경로에서 채널상태가 나빠지기 시작

하는 노드를 이차 소스 노드 (SSN: Secondary Source 
Node)로 설정하고 채널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지점의 

노드를 이차 목적노드 (SDN : Secondary Destination 
Node)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SSN와 SDN 사이에 

2차 경로를 새롭게 설정하여 다중경로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구간에 최소한의 다중경로 라

우팅을 수행하게 된다. 부분 다중경로라우팅에서는 기

존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에 비해 더 적은 수의 노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노드들의 전력소모

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송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Ⅲ. 부분 다중경로라우팅 프로토콜

3.1. 주  경로 설정 

주 경로 설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AODV방식을 기반

으로하여 전송률을 고려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먼저 소

스 노드에서는 목적지 노드를 찾기 위해 RREQ를 브로

드 캐스트로 주변노드에게 송신을 한다. 이때 RREQ에 

무변조신호인 파일롯 심볼을 추가하여 수신노드로 하

여금 채널 상태를 파악하고 전송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RREQ패킷은 사전에 정해진 전력으로 

송신하여 수신단말로 하여금 채널추정을 통한 전송률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추후 RREP를 보낼 때, 결정된 

전송률 정보를 함께 전송함으로써 경로 설정 후 송신노

드로 하여금 정해진 전송률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RREQ를 받는 노드는 전송률 을 결정한 후 아래의 

식에서와 같이 총 전송지연시간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주변노드에 RREQ를 전송한다. 

     


              (2)

서로 다른 경로에서 RREQ를 받는 노드는 각 경로의 

지연시간을 비교하여 지연시간이 작은 경로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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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경로정보는 삭제한다. 이와 같이 지연시간을 

계속 비교하며 목적지 노드까지 RREQ를 전송하고 나

면 최종적으로 end-to-end지연시간 가 가장 작은 경

로가 선택이 되고 RREP를 경로를 따라 소스노드까지 

전송함으로서 주 경로의 설정이 완성된다.

3.2. 간섭을 고려한 부분다중경로 설정

A. 2차경로의 송신노드와 목적지 노드 결정

2차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2차경로의 소스노드

(SSN)와 목적지노드 (SDN)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 경

로를 설정하기 위해 RREQ를 보내는 과정에서 중계노

드들은 해당 링크의 전송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전

송률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해당 송신노드의 

ID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RREQ에 실어 다음 중계노드

를 전송한다. 그 다음 RREQ 패킷을 릴레이로 전송받

는 노드 중 전송률이 임계값 이상이 되면 해당 송신노

드의 ID 정보를 SDN 필드에 기록한다. 만약 다음 중계

노드 중 전송률이 임계치이하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SSN 필드를 확인하고 다른 노드 번호가 있

을 경우 SDN 필드의 노드 ID를 삭제하고 채널이 다시 

임계치 이상의 전송률로 회복되는 링크가 있를 때까지 

기다려 해당 송신노드의 ID를 SDN필드에 기록한다. 
만약 채널이 끝까지 회복되지 않는 다면 목적지 노드가 

SDN이 될 것이다. 그림 4 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
번노드를 SSN으로 5번노드를 SDN으로 설정됨을 보이

고 있다. 결정된 SSN과 SDN의 ID 정보를 RREP에 전

송하여 경로내의 모든 노드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2차 라우팅 경로설정을 위한 SSN과 SDN
Fig. 4 SSN and SDN to establish the 2nd routing path

이와 같이 링크 상태가 열악한 구간에 대해 2차경로

의 소드노드와 목적노드를 새롭게 지정함으로써 전 구

간에 대해 다중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다중경로 전송이 

필요한 구간에서만 2차 경로설정이 되도록 하였다. 이
를 통해 노드들의 불필요한 전송참여를 억제하고 최적

화된 다중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B. 다중경로라우팅에서 경로간 간섭회피

다중 경로를 설정할 경우 경로간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중 경로 설정시 경로간의 간섭을 고려한 경

로설정이 이루어져야한다. 최초 설정된 주 경로와 간섭

거리 미만으로 다중경로가 설정이 된다면, 설정이 된 

경로들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여 단일 경로 전송보다도 

열악한 성능을 나타낼 수 도 있게 된다.

그림 5. RREP를 이용한 경로 간섭회피 

Fig. 5 Avoidance of Inter path Interference using RREP

본 논문에서는 다중 경로간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 

1차 경로설정시에 전송되는 RREP패킷을 이용하였

다. RREP패킷의 전송범위가 간섭범위와 일치하도록 

RREP의 송신전력을 조정하고 RREP를 수신한 인접 

노드들을 2차 경로설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이 1차경로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노드

들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경로간 간섭을 회피하도

록 하였다.

C. 2차 경로설정

첫 번째 경로가 설정이 된 후, 경로의 일부구간의 채

널환경이 열악하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차 소스

노드(SSN)와 2차 목적지노드(SDN)가 결정되고 RREP
를 통해 해당노드에 알려지게 된다.  2차경로 설정을 위

해서 소스노드가 아닌 2차 소스노드인 SSN은 RREQ를 

다시 전송하게 된다. 다중경로설정을 위해 전송되는 

RREQ에는 처음 설정된 주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중경로 설정을 위한 제어신호임

을 알리게 되고 다중경로 설정시 간섭을 회피할 수 있

도록 한다. 만약 첫 번째에 주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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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노드가 아닌 다른 노드가 두 번째 RREQ를 수신하

게 된다면, 이 ‘두 번째 RREQ’를 폐기하고 2차경로설

정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2차 경로설정은 첫 번째 경로

설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SDN노드가 두 번째 RREQ
를 수신하게 되면, 이 RREQ가 두 번째 경로설정에 필

요한 RREQ인지 아닌, 다른 노드로부터 온 외부의 

RREQ인지 구별을 해야 하는데, 다중경로 설정을 위한 

RREQ에는 첫 번째 경로설정으로 선정된 노드들의 정

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하여 다중경로설

정을 위한 제어신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중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경로와의 간섭을 

고려해야하는데 1차 경로 설정시 RREP를 수신한 노

드들은 RREQ를 수신하더라도 주 경로의 간섭영역에 

들어있음을 알고 있음으로 경로설정에 참여하지 않

는다. 

Ⅳ.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섭을 고려한 부분 

멀티패스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패킷의 크기는 512kbyte로 

가정을 하였으며 IEEE802.11b의 표준에 따라 데이터 

전송률은 1Mbps, 2Mbps, 5.5Mbps, 11Mbps 로 다중 

전송률을 고려하였다. 노드와 노드간의 최대 전송거

리는 최대 110m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노드들은 

1000m×1000m 범위내에서 균일 하게 배치하였다. 노드

들은 격자형태로 균일하게 배치하였으며 격자의 크기

는 50m~90m까지 10m씩 증가시켜가며 노드를 배치하

였다. 링크간의 데이터 전송에는 데이터의 전송시간 및 

이를 위한 MAC지연시간이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매 

링크 마다 링크 설정을 위해 한 홉당 1.04ms의 MAC지

연시간을 고려하였다[8].
본 성능분석에서는 기존의 다중전송률기반의 다중

경로 라우팅기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간섭을 고려한 

다중전송률을 기반 부분 다중경로 라우팅기법의 성능

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소스노드와 목적지노드

의 거리와 노드간의 평균거리,  , 를 변화시켜가며 두 

라우팅기법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6,7은 각각 근접노드와의 평균거리가 90m일 때 

다중경로 라우팅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와 소스 목적지

간 평균 전송지연시간을 보여준다. 결과에서 보듯이 부

분 다중경로라우팅은 기존의 다중경로라우팅 에 비해 

end-to-end 지연시간은 거의 비슷한 반면 다중경로라우

팅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는 소스-목적지간 거리가 멀어

질 수로 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

분 다중경로 라우팅이 기존 방식에 비해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으면서도 라우팅에 참여하는 노드의 수를 줄여 

불필요한 노드의 라우팅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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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근접노드와의 평균거리가    일 때 경로당 

참여하는 평균 노드의 수

Fig. 6 Average number of nodes in a routing path, in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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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근접노드와의 평균거리가 90m일 때 소스-목적지간 

평균 전송지연

Fig. 7 Average end-to-end delay, in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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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는 소스노드와 목적지노드사이의 거리가 

   일 때, 근접노드간의 평군 거리에 

따른 참여노드의 수와 지연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근접

노드간의 거리에 따른 end-to-end 지연성능은 큰 차이

가 없으나 참여노드의 수는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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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때 근접노드간 평균거리에 따른 

경로당 평균 노드수

Fig. 8 Average end-to-end delay according to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nearest nod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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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때 인접노드간 평균거리에 따른 

소스-목적지간 평균 전송지연

Fig. 9 Average end-to-end delay according to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nearest nodes for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멀티미디어 센서네트워크에서 라

우팅 경로 설정시 홉수가 아닌 링크의 전송성능을 기반

으로 하여 전송경로를 설정하여 채널상태에 따른 경로설

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중경로의 설정에 있어서도 

경로간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경로설정방식을 제시하였

다. 또한 채널특성이 나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

적으로 다중경로를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전송에 참

여하는 노드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드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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