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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플러딩 기법의 성능평가

A Performance Comparison of Flooding Scheme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김관웅*, 조주필**

Kwan-Woong Kim*, Juphil Cho**

요  약  다 홉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러딩( 는 로드캐스 ) 송은 경로 탐색, 주소설정, 메시지 송과 같은 기

본 작업이다. 그러나 러딩 기법은 ‘Broadcasting Storm’ 상을 발생시키며, 메시지 충돌, 혼잡, 불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러딩 기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한 다양한 Flooding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러딩 기법은 확률기반, 카운터 기반, 거리기반, 이웃 기반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표 인 러딩 기법의 장단 을 소개하고,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하여 단순 러딩 기법을 포함한 각 기법의 성능과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 다.

Abstract  Broadcasting in multi-hop wireless sensor networks is a basic operation that supports many applications 
such as route search, setting up addresses and sending messages from the sink to sensor nodes. The broadcasting 
using flooding causes problems that can be mentioned as a broadcasting storm such as redundancy, contention and 
collision. A variety of broadcasting schemes using wireless sensor networks have been proposed to achieve superior 
performance rather than simple flooding scheme. Broadcasting algorithm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can be 
classified into six subcategories: flooding scheme, probabilistic scheme, counter-based scheme, distance-based 
scheme, location-based schemes, and neighbor knowledge-based scheme. This study analyzes a simple flooding 
scheme, probabilistic scheme, counter-based scheme, distance-based scheme, and neighbor knowledge-based scheme, 
and compares th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each scheme through network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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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센서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

는 멀티홉 네트워크로써 자가 구성이 가능하며, 네트워

크 토폴로지는 동 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1]

무선센서네트워크는 개 온도, 습도, 압력등 다양한 

센서를 장비한 치 으로 분산되고 물리 으로 독립된 

무선 장치들로 구성된다.[1～3]

무선센서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 모니터링, 추 , 

제어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무선센서노드는 열, 압력, 사운드등과 같은 이벤트를 

감지하면 Sink 노드라는 게이트웨이로 메시지를 송하



A Performance Comparison of Flooding Scheme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 154 -

고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이나 성통신등을 통해 데이터

를 송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된다.

방송(Broadcasting)은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경로 탐

색, 주소 설정, 그리고 다른 응용 작업 등을 수행하는데 

리 쓰이는 방법이다. 노드는 제한된 송 역을 갖기 

때문에, 각 무선 노드는 목 지에 정보를 송하기 해 

라우터로써 동작한다.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방송을 

해 기존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가장 단순한 

방송 기법이 로딩(flooding)이다
[3]. 이 방법은 각 무선 

호스트가 새로운 패킷을 받게 되면 그 패킷을 다른 노드

로 재방송(re-broadcast)하며, 이미 수신한 이 있는 패

킷은 버리게 된다. 임의의 패킷을 처음으로 수신한 모든 

노드들은 그 패킷을 재방송하기 때문에 재방송 패킷의 

개수는 N-1이 된다. 여기에서 N은 무선센서네트워크의 

무선 노드의 개수이다.

로딩 기법의 이러한 동작 특성으로 인해, 각노드에 

재방송을 제한하지 않으면 패킷 복(redundancy), 채  

경쟁(contention), 패킷/채  충돌(collision)이 발생된다. 

이러한 상을 방송 폭풍(broadcasting storm) 문제라고 

한다[3]. 복성은 하나의 노드가 두개 이상의 주변 노드

들로부터 동일한 패킷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채  경

쟁은 다수의 노드들이 수신한 패킷을 동시에 재방송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패킷/채 의 충돌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패킷을 

받는 각 노드에서 해당 패킷을 재방송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선센서네트워크을 한 방송 기법의 가장 

요한 목 은 패킷의 도착율(reachability)을 최 화하

면서 패킷 복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딩 기법  단순 러딩기법

(simple flooding scheme), 확률기반 러딩기법

(probability based scheme), 카운터 기반 러딩 기법

(Counter based flooding scheme), 거리기반 기법

(Distance based flooding scheme), 이웃노드정보 기반 

러딩기법을 소개하고, 장단 을 분석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한 각 기법들의 성능 평

가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최근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효율 인 방송 기법을 개

발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기

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요한 성능 지표는 패킷의 

달 지연시간을 이고 도착율은 높이면서 재방송 패킷의 

개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많은 양의 재방송 패킷을 

송한다면 높은 도착율을 보장 할 수 있지만, IEEE 

802.11 로토콜은 신뢰성이 결여된 송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율을 감소시키고 긴 패킷 지연시간과 높은 

충돌을 야기 한다
[6]. 반면에, 재방송 패킷의 개수를 일 

경우에는 요구되는 역폭을 일 수 있고 네트워크 수

율을높일 수 있으며 패킷 지연시간을 일 수 있다.  그

러나 무 은 재방송 패킷을 보낼 경우에는재방송 채

인(chain)이 끊어지게 되어 어떤 노드들은 방송 패킷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도착율이 하된다. 

방송 기법은 로딩 기법, 확률  기법, 카운터 기반 

기법, 거리 기반 기법, 치 기반 기법, 그리고 이웃 지식 

기반 기법으로 분류 된다[3,5]. 가장 단순한 로딩 기법은 

각 무선 노드가 처음으로 수신한 방송 패킷을 재방송하

고 다음에 참조하기 해 그 패킷을 장한다. 모든 무선 

노드가 임의의 패킷을 한 번씩 재방송하기 때문에 N 이 

네트워크상의 체 노드 개수이고, 네트워크가 분할되지 

않는 경우에 재방송 되는 패킷의 총 개수는 N-1이 된다.

그러나 부분의 경우에 많은 재방송 패킷이 복 되

어 채  역폭을 낭비하게 된다. 이러한 복 패킷에 

한 재방송을 이기 해 확률  기법과 결정론  기법

이 제안되었다. 확률  기법은 방송 패킷을 수신한 모든 

무선 노드들이 미리 정해진 확률 p에 따라 그 패킷을 재

방송 한다[3].  카운터 기반 기법은 무선 센서 노드가 일

정시간 동안 수신한 동일 패킷의 개수를 카운트하여 재

방송 여부를 결정한다. 즉, 한 노드가 임계치   보다 

많은 개수의 동일한 패킷을 수신하면 그 패킷을 재방송

하지 않는다. 련연구 
[4, 5]에서 임계치 가 3 는 4

인 경우 단순 로딩 기법보다 도착율을 높이면서 복 

패킷의 개수를 일 수 있음을 보 다. 

거리기반 기법은 송신 노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

어져 있는 수신 노드들만 패킷을 재방송 한다. 거리정보

는 신호세기를 측정하거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부가 인 장치를 사용하여 얻는다[8]. 이

웃 지식 기반 기법은 수집한 이웃 무선노드 정보를 기반

으로 하여 패킷의 재방송을 결정한다[6,7]. 

이러한 표 인 방송기법들은 러딩 기법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주나 정보를 장하기 한 부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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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공간과 알고리즘 수행을 한 로세싱 워를 

소모하게 된다.

1. 단순 플러딩 기법

가장 단순한 메시지 방송기법으로 무선노드들은 새로

운 패킷을 수신하면, 패킷을 메모리에 기록하고 다시 이

웃 노드들로 재방송한다. 이 에 수신한 패킷과 동일한 

패킷이면 폐기한다. 이러한 과정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의 모든 노드들이 패킷을 수신할 때까지 반복된다.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패킷에 해 최소 1번 송하므

로 N개의 무선센서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총 재

송되는 패킷수는 N-1개이다.

러딩기법은 매우 동 인 네트워크에서는 로드캐

스트와 멀티캐스트 송에 있어 신뢰성있는 송을 제공

하지만, 심각한 네트워크 혼잡과 복패킷 송수신에 의

한 배터리 소모를 야기한다.

2. 확율기반 방송기법

확률기반 방송기법은 단순 러딩기법의 방송폭풍문

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되었다. 각 노드들은 미리 정해

진 확률 를 가지고 재방송 여부를 단한다. 따라서 재

방송 되는 패킷의 체 개수는 × 이 된다.

확률기반 방송기법은 확률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센서노드를 구성하는 노드의 수  도에 따라 도

착율이 달라진다.

련연구 [6]에서는 한 p를 찾기 한 최 화 방안

이연구되었다.

3. 카운터 기반 방송기법

카운터 기반 방송기법은 무선센서노드의 RAD(Random 

Assessment Delay) 타이머의 특정 기간동안 도착하는 

복되는 패킷의 수를 카운트하여 재방송 여부를 결정한

다.

노드가 미리 정의된 카운터 임계치 보다 은 수

의 동일한 패킷을 받으면 해당 패킷을 재 송하고, 그

지 않으면 재 송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9,10]에서 한 값을 3 는 4 제시했으

며, 단순 러딩 기법보다 패킷 복을 이면서도 도착

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다.

4. 거리기반 방송 기법

카운터 기반 방송기법이 동일 패킷수에 따라 재 송

여부를 단하는데 비해, 거리기반 방송기법은 패킷을 

송한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의 거리에 따라 재방

송 여부를 결정한다. ‘d’를 노드사이의 거리라 정의하면, 

‘d’ 값이 작으면 재방송 달범 (Rebroadcast coverage)

가 작아서 복 송될 가능성이 높고, ‘d’값이 크면 재방

송 달범 가 크므로, 복 송될 가능성이 작아진다. 

거리기반 방송기법에서 노드는 새로운 패킷을 수신하면, 

메모리에 장하고 RAD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RAD 타

이머 동작 에 수신되는 동일패킷의 송신노드를 기록한

다. RAD타이머가 만료되면, 기록된 송신노드들간의 거

리를 검사하고, 최소 거리가 미리 정의된 거리 값보다 작

으면 재 송을 취소한다. 반 로 정의된 거리 값보다 크

면 수신된 패킷을 재 송한다.

거리기반 기법에서 거리 측정은 수신된 신호세기를 

감지하여 측정할 수 있다.[10]

거리기반 기법은 앞에서 기술한 방식들보다 효율을 

좋지만, 네트워크의 일부 노드들이 패킷을 못 받을 수 있

는 단 이 있다.

5. 이웃노드정보 기반 방송기법

이 기법은 이웃 정보를 수집하기 해 이웃 간에 

HELLO 메시지를 주기 으로 교환한다. [8]에서 제안한 

기법은 HELLO 메시지를 이용하여 각 노드에서 1-홉 이

웃 리스트를 작성한다. 재 노드의 이웃 리스트는 모든 

방송 패킷에 첨부된다. 패킷이 재 노드의 이웃들로 

달되면 각 이웃노드는 자신의 이웃 리스트와 패킷에 첨

부된 리스트를 비교하여 자신의 모든 이웃들이 패킷에 

첨부된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재방송 하지 않는다.

SBA(Scalable Broadcast Algorithm )은 이웃노드정

보 기반 방송기법의 하나로, 각 무선노드들은 2 홉 거리

의 이웃노드 정보를 가진다.

노드들은 이웃노드 리스트와 패킷을 송신한 노드의 

리스트 정보를 가진다. 따라서, 노드들은 수신한 로드

캐스트 패킷을 재 송했을 때 새로 도착할 수 있는 노드

들의 숫자를 측할 수 있다.

2-hop 이웃노드 정보를 구축하는 방법은 Hello 메시

지에 자신의 이웃노드 정보를 첨부하여 송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웃노드 정보 기반 방송기법은 최 의 재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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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Network area 1200m x 800m

Number of nodes 40 ~ 120

Routing Protocols AODV

표 1. 실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Queue Size 50

Mobility 0 ~ 20m/sec.

Propagation model Two-ray ground model

도착율과 네트워크 자원을 약 할 수 있으나, HELLO메

시지 자체가 네트워크 자원을 소모하고, 노드에서 이웃

노드 정보를 유지할 메모리 용량과 알고리즘 수행을 

한 로세싱 자원을 필요로 한다. 

Ⅲ. 성능 평가를위한 네트워크모델

1. 성능 평가 파라메터 및 시뮬레이션 환경

러딩, 확률기반(PB), 카운터 기반(CB), 거리기반

(DB), 이웃노드정보기반인 SBA(Scalable Broadcast 

Algorithms)의 성능 평가를 해 시뮬 이션 모델을 구

축하고 시뮬 이션을 통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실험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도착율(RE: Reachability) : m/n.여기에서 m은 방송 

패킷을 수신한 무선 노드의 개수이고 n은 직  는 

간 으로 도착 가능한 무선 노드의 개수이다.

절약된 재방송 비율(SRB: Saved re-broadcast 

rate) :  ., 여기에서 t는 패킷을 실질 으

로 재방송한 노드의 개수이다.

충돌에 의한 패킷 손실(Lost packets by collision) 

: 충돌 때문에 손실된 패킷의 개수

지연시간 (Latency) : 방송을 완료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

시뮬 이션을 해 NS2 시뮬 이터를 사용하 으며, 

네트워크 모델은 노드 집 효과를 조사하기 해 

1.2km×0.8km 역에 40-120 무선 노드로 구성하 다.[11]

노드들의 기 치는 무작 로 선택하 고, 송신노드 

한 CBR/UDP(Constant Bit Rate/UserDatagram 

Protocol)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해 무작 로 선택하

다. 채  폭은 2Mbps로 설정하 다. 각 노드는 S-MAC 

로토콜을 사용하 고, 채  모델은 무선 채 /무선 물

리 송모델을 이용하 다.

Ⅳ. 실험 및 결과

그림 1은 노드수가 40～120개까지 변화할 때 5가지 기

법의 도착율을 보여 다. 40노드 일 때 거리기반 기법과 

확률기반 기법이 가장 낮은 도착율을 보여 다. 이유는 

재방송해야 할 노드들이 정해진 확률이나 거리임계치 때

문에 재방송을 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가 낮은 경

우, 거리기반과 확률 기반 기법들이 낮은 성능을 보여줬

다. 반면, 60～80 노드에서 모든 기법들이 가장 좋은 성능

을 보여줬다. 반면 노드수가 100개가 넘어가는 경우, 

SBA를 제외하고 나모지 기법들의 성능이 하되는데 이

는 노드 도가 무 높아, 그림 5와 같이 혼잡에 의한 패

킷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1. 각 기법들의 도착율
Fig. 1. Comparison of broadcasting schemes 

in terms of reachability.

그림 2. 절약된 재방송 비율
Fig. 2. Saved Re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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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는 노드 도에 계없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주는데 이는 SBA가 2-hop 이웃노드정보를 기 로, 재방

송를 가장 효율 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림 2와 그림3은 약된 재방송비율(SRB)과 패킷 방

송을 완료하는데 소요된 릴 이노드의 수를 보여 다.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하나의 패킷을 방송하는데 소요

한 지연시간과 손실패킷 수를 보여 다. 러딩 기법의 

경우, 패킷 수신 노드의 수와 재방송한 노드(Relay node)

의 수가 같다. 따라서 SRB는 0%이다. 그림 5와 같이 노

드 수가 증가할수록, 러딩 기법은 재방송에 의한 패킷 

손실 수가 격히 증가한다.

SBA의 경우, 노드의 수에 계없이 일정한 도착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SBA가 이웃노드정보와 주변노드들의 

도를 기 로 재방송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3. 릴레이 노수 수
Fig. 3. Number of relay nodes

종단 지연시간은 카운터기반과 거리기반이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노드들이 RAD 타이머를 가지고 재방송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4. 종단간 지연시간
Fig. 4. End to end transmission latency

그림 5. 충돌에 의한 손실 패킷 수
Fig. 5. Number of lost packets by collision.

SBA알고리즘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재방

송여부를 결정하기 해서 2-hop 이웃정보를 장하기 

한 메모리가 필요하며, 이웃정보를 교환하기 해 Hello 

메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는 SBA에서 필요한 메

모리, Hello Message 크기, 그리고 패킷 재방송 결정을 

한 CPU연산 횟수이다. 카운터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 

State-less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노드 수에 계없이 일

정한 CPU연산을 필요로 하지만, SBA는 노드수가 많아 

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와 CPU연산이 필요하다.

제한된 배터리 수명과 수백K 바이트메모리를 가진 센

서 노드의 경우, 이는 SBA의 심각한 단 이 될 수 있다.

노드

수

SBA의 Hello 

Message크기

SBA에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

CPU 

연산

(SBA)

CPU

연산

(CB)

40 59.90 350 195 6

60 76.26 727 528 6

80 92.63 1,238 1,083 6

100 108.99 1,883 1,930 6

120 125.35 2,661 3,228 6

표 2. SBA에서 사용하는 자원
Table 2. Required memory space and CPU load 

for SBA.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방송 폭풍

(broadcasting storm)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송기법들

에 해 소개하고 장단 을 비교 분석하 으며,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러딩기법, 확률기반기법, 카운터기

반 기법, 거리기반기법, 그리고 이웃노드정보 기반인 

SBA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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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산학연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입니다. 

성능평가 결과 SBA기법이 가장 최 의 결과를 보여

줬다. 그러나 SBA는 소개한 다른 기법들과 달리, State 

기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SBA는 노드수가 많아 질수

록, 더 많은 메모리와 CPU연산이 필요하다.

제한된 배터리 수명과 수백K 바이트메모리를 가진 센

서 노드의 경우, 이는 SBA의 심각한 단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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