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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네트워크의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수집형 무선 센서네트워크 (EH-WS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EH-WSN에서는 에너지 수집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on-off 듀티싸이클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감시를 위한 EH-WSN에서 센싱된 데이터의 긴급성과 에너지 수집율은 네트워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전력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센싱된 데이터의 중요도 및 에

너지 수집율에 따라 듀티싸이클 주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시를 위한 EH-WSN에서 

기존의 전력만을 고려한 on-off 듀티싸이클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센싱값의 변화율 및 크기값에 의한 센싱 데이터

의 우선순위 및 에너지 수집율 등을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on-off 주기를 결정하는 듀티싸이클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듀티싸이클 스케줄링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EH-WSN (energy-harvesting wireless sensor networks) that can solve power problem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EH-WSN, on-off duty cycling is being studied in order to balance energy harvesting and 
consumption. However, the urgency of the sensed data and the energy harvesting rate in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EH-WSN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network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duty-cycle 
perio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sensed data and the energy harvesting rate in addition to simply maintaining 
the balance of the power.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 of on-off duty cycling in EH-WSN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propose an adaptive duty-cycle scheduling scheme considering the priority of sensed data and energy 
harvesting rate, where the priority of sensed data determined by sensed value and changing rate. The performance of 
scheduling scheme was analyzed by computer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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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센서네트워크는 IoT(Internet of Things)등 다양

한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

며 환경감시, 국방, 건물관리, 작물재배 등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밧데리

에 의해 동작하므로 다른 네트워크와는 달리 잔여전력 

부족으로 인한 네트워크 수명 단축 문제가 가장 큰 기술

적 문제가 된다. 따라서 효율적 전력사용을 통해 네트워

크 수명을 극대화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1][2].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듀티싸이클링을 이용하여 센서

노드가 전송에 참여하지 않을 때 주기적으로 sleep모드

로 들어가 전력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적인 스케줄링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3].
최근에는 기존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의 전력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능을 

갖는 무선 센서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4][5]. 에너지 하베스팅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는 기존

의 WSN과는 달리 주변의 에너지를 수집하여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아니라 주변으로 부터의 에너지 수집율 등을 고

려한 듀티싸이클 스케줄링이 중요시된다. 센서노드는 

저가의 소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대개의 EH-WSN 디
바이스의 에너지 수집율은 노드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

한 전력에 비해 매우 작다 따라서 에너지 저장소 두어 

노드가 동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을 충전하게 되고 

[6] 에너지 하베스팅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는 수집된 

전력과 소비전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듀티싸이클 

주기를 조절해야 한다[7].
EH-WSN에서 듀티싸이클 주기를 결정할 때 요구되

는 주요 요소로는 하나의 시스템을 에너지 균형 상태를 

통해 전력을 충분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즉, 에
너지가 수집되는 수집율이 소비되는 에너지를 보상할 

수 있는 ENO (energy neutral operation)상태에 있어야

한다[8]. 만약 패킷전송을 위해 요구되는 에너지가 충분

히 수집되지 못하면 패킷전송이 불가하게 되며 반대로 

에너지가 데이터 전송에 비해 빠르게 수집되면 에너지 

저장소의 제한된 용량으로 인해 Energy overflow가 발

생하여 수집된 에너지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9] 따
라서 에너지 하베스팅 WSN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에너지 소비가 주변 환경에서 수집되는 에너지를 초과

하지 않으면서 초과 수집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집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송프로토

콜의 설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charge-and-spend 

strategy 방식은 노드가 충분한 에너지를 수집하게 되면 

노드는 즉시 턴온 상태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전송모드

에 진입한다[7]. 이 경우는 on-off 듀티싸이클 주기는 에

너지의 수집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여 결정되게 된다. 
센서노드의 듀티싸이클 주기는 단순히 전력만을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센싱된 데이터의 특성

을 고려하여 우선권이 결정되어야한다. [10]에서는 센

서노드의 듀티싸이클 주기를 센싱된 온도데이터의 특

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절하고 있다. 온도의 증감이나 정

상 및 비정상 상태를 인식하여 듀티싸이클 주기를 조절

함으로서 온도정보에 대한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10] 
그러나 센싱 데이터는 단순히 그 값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데이터의 변화율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
한 에너지 수집율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환경에

서는 에너지 수집율에 따라 적응적으로 듀티싸이클 주

기를 변화시켜줘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

시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센서네트워크에서 기존의 

전력만을 고려한 on-off 듀티싸이클링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센싱된 데이터의 우선순위 및 에너지 수집율 등을 

고려하여 적응적으로 on-off 듀티싸이클 주기를 결정하

는 스케줄러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데이터 기반 듀티싸이클링

본 논문에서는 송신 기능만을 갖는 센서노드를 고려

하며 에너지 수집, 센싱, 데이터 전송의 세가지 모드로 

동작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에너지 수집의 단계에서 노

드는 에너지수집기능외의 통신모듈은 턴 오프한 상태

가 되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며 단말이 턴 온되면 센싱

과 전송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은 기본적인 센서노드

의 동작 및 에너지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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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ergy model for EH-WSN

그림 1에서 는 번째 듀티싸이클 주기를 의

미하며     는 각각 완전 충전시 에너지, 센싱 

및 송신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는 번

째 듀티 싸이클 주기에서 에너지 수집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시 센서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태양광에너지를 수집하는 태양광 에너지 하

베스팅 센서네트워크를 고려하였다. 환경감시 센서네

트워크에서는 화재 등의 이상 상태를 감지하여 신속하

게 그 정보를 서버에 전달해야한다. 따라서 센싱된 데이

터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할수록 더 세밀한 환경감시가 

요구되므로 센싱된 값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듀티싸

이클의 주기를 바꿔줘야 한다. 또한 센싱된 값이 증가할

수록 이상상태로 진입하게 되므로 센싱값의 증가에 따

라서도 듀티싸이클 주기가 조절되어야한다. 즉, 화재감

시의 경우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거나 온도값이 낮은 경

우는 센싱주기가 길어도 괜찮지만 온도의 변화가 커지

거나 온도의 절대값이 커진다면 더 듀티싸이클 주기를 

줄여 센싱 및 데이터 전송을 빈번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온도 즉 센싱된 데이터 및 그 변화율과 에너

지 수집율에 따라 적응적으로 센싱주기를 제어할 수 있

는 기법이 필요로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듀티 싸이클 스케줄링은 데이

터의 변화율과 그 크기값 및 에너지 수집율을 바탕으로 

하여 듀티 싸이클 주기를 적응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를 위해 데이터 변화율에 따른 듀티싸이클 주기를 설정

하였다. 먼저 데이터 기반 센싱 스케줄링을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i번째 wake-up 상태에서 센싱된 데이터의 

변화율 를 계산한다.

 

∆


        (1)

이때 는 센싱된 데이터값을 나타내며 ∆

는 이전 센싱값과 현제 센싱값의 차이로 센싱된 데이터

의 시간적 변화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구한 

센싱된 데이터의 변화율을 이용하여 다음에 단말이 깨

어날 시간주기 을 다음과 같은 식(2)를 이용

하여 구한다. 식(2)는 데이터의 변화율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를 결정하게 된다.

 










max   min

 min
max

 min ≤  max

min  max 

   (2)

식(2)에서 데이터의 변화율 가 사전에 설정한 

최소값 min이하로 떨어질 경우 센싱주기는 최대값

max을 갖게 된다. 이는 온도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온도정보를 센싱해야 하는 최대 시간간격

을 의미한다. 단,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해도 온도의 

절대값이 커지면 듀티싸이클 주기를 줄여 보다 빨리 센

싱과 데이터 전송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듀티싸이클 

주기의 최대값 max는 다음의 식과 같이 센싱된 데

이터 가 커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설정한다.

max max

             (3)

위 식에서 가장 안정적인 센싱테이터의 값을 0으로 

보정함을 가정했을 때 는 측정값이 0 일 때 갖을 

수 있는 최대 듀티싸이클 주기 나타낸다. α 값은 센싱된 

값이 커짐에 따라 max가 줄어드는 비율로 센싱된 

값이 최대값 max이 되면 max는 max까지 

줄어든다.
데이터변화율이 이 최대값 max과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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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사이에 들어갈 경우의 새롭게 갱신된 듀티싸이

클 주기는 식(2)와 같이 이전 센싱데이터의 변화율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며 데이터의 변화율이 감소할수록 증

가한다. 이때 센싱데이터의 변화율이 커질수록 듀티싸

이클 주기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

하도록 하였다. 

Fig. 2 Sensing period according to the data changing rate

저속충전상태에서 센싱데이터의 변화율에 따라 데

이터의 중요도를 판별하여 wake-up 시점을 조절함으로

써 비정상상태 발생시 그 시점을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에서 min과 max는 사전에 설

정된 값으로 듀티싸이클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센싱

된 데이터의 최소 및 최대 변화율을 의미한다. i번째 

wake-up 상태에서 센싱된 데이터의 변화율 이 

min과 max사이에서 변화할 때 듀티 싸이클 주기 

는 그림과 같이 min와 max  사이에서 

변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변화율이 매우 높

아지는 경우에는 듀티싸이클 주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센싱주기가 아무리 최소화 되더라도 노드가 에

너지를 까지 충전하지 못하면 센싱된 데이터를 전송

하지 못하게 되므로 노드의 듀티싸이클 주기는 충전주

기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율이 

설정된 최대값 max를 넘어설 경우에는 센싱주기는 

노드가 완충되는 시간간격 min 
이 되어

야한다. 이때 완충시간에 대한 예측값은 다음과 같이 예

측 에너지 수집율로 구해진다.

 

                                        (4)

이와 같이 듀티싸이클이 아무리 작아져도 에너지 수

집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이 고갈되는 현상

을 방지하도록 한다.

Ⅲ. 실험 및 성능분석

본 논문에서에서 제안하는 센싱 및 전송 스케줄링의 

성능분석을 위하여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에너지 수집률과 센싱된 온도값에 따른 센

싱 및 전송 스케줄링에 대한 성능분석을 위해서 노드간

의 패킷 충돌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센서노드는 수신

기능 없이 송신만 가능한 센서노드로 가정하여 오프모

드, 센싱모드 그리고 전송모드의 3가지 동작모드로 동

작하는 것으로 한다. 데이터 특성에 기반한 센싱스케줄

링 알고리즘에 대한 자체 성능을 도출함으로써 센싱 스

케줄링의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3과 4는 온도가 그림과 같은 가우시안 곡선으로 

변한다고 가정할 때 단말의 wake-up 시점을 표시한 것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듀티 싸이클 주기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그리고 온도의 변화량이 커짐에 따라 작아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최소 듀티 싸이클 주기는 에너

지 수집률에 제한되므로 그림 4에서와 같이 에너지 수

집율이 5mW/s으로 증가하게 되면 최소 듀티 싸이클이 

작아지게 되어 높은 온도와 높은 온도 변화량의 지점에

서 보다 빈번한 센싱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Fig. 3 Wake-up time when energy harvesting rate is 1 
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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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ke-up time when energy harvesting rate is 5 
mW/s 

그림 5는 센싱된 온도 데이터를 간단한 선형 보간하

였을 때 얻어지는 값들과 원래의 온도 데이터사이의 평

균제곱근오차(RMSE)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에너지 수집율이 높아질수록 원래의 환경 데이터에 가

까운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max값이 작아질수록 듀티싸이클의 주기가 더 작아

지므로 더욱 더 원래의 데이터 값에 가까운 데이터를 얻

을 수 있게 된다. max는 센싱데이터의 크기값에 의

존하므로 환경 데이터 값이 더 커짐에 따라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5 Root mean square error between original and 
sensed data.

그림 6은 온도의 변화율에 따른 듀티싸이클에 의한 

전송지연을 보여준다. 듀티싸이클이 커지게 되면 노드

의 턴오프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전송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듀티싸이클 스케줄링

의 경우는 온도의 변화가 커짐에 따라 듀티 싸이클이 작

아지게 되므로 그만큼 전송지연이 줄어들게 된다. 즉 온

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데이터의 중요도가 

증가하는 상황이으로 전송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듀티 싸이클의 최소주기는 에너지수집율에 제한을 

받으므로 센싱데이터의 변화율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

면 전송지연은 최소값에 수렴하고 더 이상 줄어들지 않

게 된다. 에너지 수집율이 커짐에 따라 그만큼 더 듀티 

싸이클 주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전송지연의 에너지 수

집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 

Fig. 6 Time delay according to harvesting rate and data 
changing rate

Ⅳ. 결 론 

에너지 하베스팅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센싱된 데이

터의 중요도 및 전력수집률은 노드의 송수신을 결정하

는 중요 요소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시 EH- 
WSN을 위해 센싱된 데이터의 긴급성과 에너지 수집율

에 따라 듀티싸이클 주기를 적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한하였다. 센싱된 데이터의 변화율과 크

기값이 커짐에 따른 듀티싸이클 주기를 줄임으로 써 전

송긴급성이 높은 데이터의 지연을 감소시키도록 하였

으며 에너지 수집율에 따라 듀티싸이클의 최소값을 제

한함으로써 노드의 에너지 불균형상태로 인한 전송불

능상태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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