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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은 절전 모드와 송/수신 모드 사이를 각각 천이하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을 포함하는 무선 센서 망을 제

공하고,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결정하며,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절전 모드로 진입하

공개특허 10-2007-0045890

- 1 -



며, 상기 절전 모드에서 신호 대 잡음 비에 따라 전력 소모를 조절한다. 수면 모드와 유휴 모드에서 머물 체류 시간이 인접

노드들로부터 간섭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은 노드들의 밀집도에 상관없이 그리고,

상기 망의 접속성에 있어서의 역효과 없이 상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무선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는 무선 센서 망에 있어서,

각 센서 노드에서 제 1 모드에서 제 2 모드로의 천이를 감지하고,

신호 대 잡음 비에 따라 상기 제 2 모드에서 머물 체류 시간을 결정하고,

상기 체류 시간이 만료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체류 시간이 만료하면 제 1 모드로 천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체류 시간은 수학식:

에 의해 계산되며,

여기에서, U (·)는 균등 랜덤 함수이며,

,

, TO는 노드의 총 동작 시간, 은 시간 조절 이득이며, TN은 N

개의 샘플들의 시간 구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모드는 무선 매체를 청취만 하는 유휴 모드이고, 제 2 모드는 상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

한 수면 모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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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수면 모드에서의 체류 시간은 수학식: 에 의해 계산되며,

여기에서, U (·) 는 균등 임의 함수이며,

,

, TO는 노드의 총 동작 시간, 은 시간 조절 이득이며, TN

은 N개의 샘플들의 시간 구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모드는 상기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면 모드이고, 상기 제 2 모드는 상기 무선 매체를

감시하기 위한 유휴 모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유휴 모드에서의 체류 시간은 수학식:

여기에서, U (·)는 균등한 임의 함수이며,

,

, TO는 노드의 총 동작 시간, 은 시간 조절 이득이며, TN

은 N개의 샘플들의 시간 구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7.

절전 모드와 송/수신 모드 사이를 천이하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을 포함하는 무선 센서 망의 각 센서 노드에 있어서,

송신 또는 수신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판단하고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상기 절전 모드로 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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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 잡음 비에 따라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절전 모드는 상기 무선 매체를 감시하는 유휴 모드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수면 모드를 포함하

는 절전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과정은,

상기 유휴 모드와 상기 수면 모드 사이의 천이를 검출하고,

상기 천이가 상기 유휴 모드에서 상기 수면 모드로의 천이인지를 판단하고,

유휴 모드에서 수면 모드로 천이일 경우, 상기 수면 모드에서 머물 제 1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제 1 체류 시간이 만료하는지 판단하고,

상기 제 1 체류 시간이 만료하면 상기 유휴 모드로 되돌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과정은,

상기 유휴 모드의 천이 직후 상기 유휴 모드에서 머물 제 2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상기 제 2 체류 시간이 만료하는지 판단하고,

상기 제 2 체류 시간이 만료하면 상기 수면 모드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절전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체류 시간은 수학식: 에 의해 계산되고, 상기 제 2 체류 시간은

수학식: 에 의해 계산되며, 여기에서, U (·)는 균등 임의 함수이며,

은 시간 조절 이득들이며, ,

, TO는 노드의 총 동작 시간, TN은 N개의 샘플들의 시간 구간임을

특징으로 하는 절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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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센서(Sensor) 망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센서 망에서 노드(Node)들의 절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무선 통신 기술과 마이크로 전자기계 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기술과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무선 센서 망들의 실제적인 활용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이다. 상기 무선

센서 망은 무선 송수신기, 마이크로프로세서, 다수의 감지 장치들을 각각 구비하는 많은 센서 노드들로 구성될 것이고, 일

반적으로 배터리 전력 공급 방식일 것이다. 상기 장치들을 구비하고 있는 노드들로 구성되는 망을 통해 센서 정보(Sensor

Reading)들이 목적지(Destination)로 전달될 것이다. 상기 센서 노드들 및 센서 노드들이 생성한 센서 정보들이 충분히 많

을 것이므로, 데이터는 망을 통과하면서 처리되거나 수집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센서 노드들의 배터리가 보충

(replenish)되거나 충전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가 망을 통과하면서 처리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노드들의 동작은 전력에 의해서 크게 제약 받게 되므로, 노드들의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것이 노드들의 동작

및 무선 센서 망의 성능을 높이는데 주요한 요소이다. 상기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를 관리하기 위한 즉, 망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어 왔다.

에너지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노드들이 데이터를 전송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드들의 무선(Radio)을 수면(sleep)모드로 해놓거나 꺼놓는 방법이다. 유휴(idle) 모드에서의 전력

소모와 수신 모드에서의 전력 소모가 비교 가능하고, 유휴 모드 시간이 노드의 동작 시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로 인해 상기의 모드 선택이 가능하다.

제안된 알고리즘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들에는 기본 전력 보존 알고리즘(Basic Energy-Conserving Algorithm: 이하

"BECA"라 칭함)과, 적응 충실도 전력 보존 알고리즘(Adaptive Fidelity Energy-Conserving Algorithm: 이하 "AFECA"

라 칭함), 지리적 적응 충실도(Geographical Adaptive Fidelity: 이하 "GAF"라 칭함)가 있다. BECA에서는 수면 모드 시

간 대 유휴 모드 시간의 비인 계수(duty cycle)가 고정되는 반면, AFECA는 인접 노드들의 수에 따라 상기 수면시간을 적

절하게 결정하고, GAF는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이하 "GPS"라 칭함)로부터 얻은 위치 정보를

통해 상기 잉여 인접 노드들에 따라 상기 수면 모드 시간을 결정한다.

상기 BECA는 노드들이 각 모드에서 머물 시간인 노드들의 체류 시간(sojourn time)을 결정하는데, 수면 혹은 유휴 모드에

있는 노드는다른 노드들로부터의 트래픽이 있을지라도 상기 트래픽을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망의 성능을 감소

시키게 된다.

상기 AFECA는 인접 노드들의 수에 따라서 각각의 모드에서 머물 체류 시간을 정한다. 체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드

들은 인접 노들이 없거나 적은 노드들만이 있는 경우에도 인접 노드들 사이에서의 트래픽을 감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전

력이 낭비된다.

상기 GAF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잉여 노드들의 위치를 GPS의 도움으로 알아내고, 잉여 노드들의 수에 따라 체류 시간

이 결정된다. 그러나 GPS를 이용하는 비용이 비싸고 많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상기GAF는 센서 망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들과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센서의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무선 센서 망을 위한 절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노드들의 밀집도에 상관없이 각 노드들의 수면 모드 시간과 유휴 모드 시간을 동적으로 조절함으로

써 상기 노드들의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선 센서 망의 절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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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망의 접속성에 대한 역효과 없이 센서 노드들의 수면 모드 시간과 유휴 모드 시간을 동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센서 망의 절전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 1 견지에 있어서, 상기한 목적들은 스스로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다수의 무선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는 무선

센서 망에 있어서 각 센서 노드에서 제 1 모드에서 제 2 모드로의 천이를 감지하고, 신호 대 잡음 비에 따라 상기 제 2 모드

에서 머물 체류 시간을 결정하고, 상기 체류 시간이 만료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체류 시간이 만료하면 제 1 모드로 천이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 2 견지에 따라, 상기한 목적들은 절전 모드와 송/수신 모드 사이를 각각 천이하는 다수의 센서 노드들을 포함

하는 무선 센서 망에서의 절전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절전 방법은 송/수신되고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과

정과, 송/수신되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상기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과, 신호 대 잡음 비에 따라 전력 소모를 조절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내용은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후술되는 본 발명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특징들 및 기술적인 장점들을 다소 넓게 약술한 것이다.

본 발명의 청구범위의 주제를 형성하는 본 발명의 추가적인 특징들 및 장점들이 후술될 것이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동일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들을 변경하거나 설계하는 기초로서 발명의 개시된

개념 및 구체적인 실시예가 용이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또한 발명과 균등한 구조들이 본 발명의 가장 넓은 형태의 사상 및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

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

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신호 대 잡음 비(Signal-to-Interference Ratio: 이하 "SIR"이라 칭함)는 원하는 신호의 전력에 대한 원치 않은 신호들의

총 남은 전력의 비율이다. SIR의 역인 간섭 대 신호 비(Interference-to-Signal Ratio: 이하 "ISR"이라 칭함)는 부가적이

다. 예를 들어, 모든 원치 않은 신호들은 현재의 전송과는 독립적이고 서로간에도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원치 않은

신호들로 인해 전체 ISR은 ISR들의 합이다. 신호 세기 또는 노드들로부터의 경로 손실은 물리적 거리 및 노드들 사이의 채

널 상태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센서 망의 개략도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본 발명은 N개의 무선 센서 노드들이 L x L 정방형 망(10)에 서로 l 만큼의 거리를 두고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1에서, 검은 점이 활성 센서 노드들(20)이고 하얀 점이 수면 모드의 센서 노드들

(30)이다. 실선으로 된 원은 전송 범위(40)를 가리키고 점선으로된 원은 감지 범위(50)를 가리킨다.

각각의 센서 노드들은 전송 범위 ρ와 트래픽 감지 범위 2ρ를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어떤 활성 센서 노드는,

타 센서 노드로부터 방송된 전송 신호를 감지할 때마다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하는 싱크(sink)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

망의 밀집도는 로 정의되고, 는 수면 모드에 있는 노드 k의 확률이다. 임의의 노드 n0를 선택한다. 상기 임의 노

드 n0의 전송 범위와 감지 범위 내에 있는 센서 노드들의 수는 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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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전력 로 패킷들을 전송한다고 가정하면, 경로 손실 지수는 K 이고, 임의 노드 n0부터 ni까지의

유클리드 거리는 di이며, 상기 임의 노드 n0에 의해 감지되고 간섭을 포함하는 신호들의 세기는 <수학식 1>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센서 노드의 상태 천이도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모든 센서 노드들은 3가지 동작 상태들 즉, 수면 모드(210), 유휴 모드(220), 송/수신 모드(230)를

갖는다. 유휴 모드(220)에서 송/수신 모드(230)로의 천이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보통 센서 노드는 전송이 일어나거나 상

위 계층이 데이터 전송을 초기화하기를 기다리는 유휴 모드(220)에 있다가 상기와 같은 이벤트(event)가 발생하면 송/수

신 모드(230)로 상태를 천이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상기 센서 노드는 유휴 모드(220)로 되돌아간다.

한편, 수면 모드(210)와 유휴 모드(220) 사이에서의 상태 천이는 스케쥴러에 의해 결정된다. 전송이 없으면, 상기의 유휴

모드(220)에 있던 노드가 TI초 후에 수면 모드(210)로 천이한다. 상기 노드는 TS후에 유휴 모드(220)로 다시 돌아간다.

본 발명에서 모든 노드는 물리 계층을 통한 신호의 전송을 감시하고 간섭을 수집한다. 간섭은 감지 범위(50)과 전송 범위

(40)에 있는 트래픽을 포함한다.

수신 신호 세기가 하기와 같이 미리 정해진 임계 값이거나, 신호가 노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데이터 패킷을 포함하고 있

다면, 신호는 간섭이 된다. SIR은 수신 신호 세기에 따라 계산된다. 상기 신호 세기는 NS-2의 2가지 방식의 지상 전파 모

델에 의해 계산되고, 누적된 SIR이 가산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절전 방법으로, 각각의 노드들의 유휴 모드 시간 TI과 수면 모드 시간 TS은 누적 SIR의 변화율에

따른다. 평균 SIR은 <수학식 2>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TO는 노드의 총 동작 시간이다. 한편, 한계 SIR은 <수학식 3>과 같다.

여기에서, TN 은 N개의 샘플들의 시간 구간이다.

각각의 노드는 새로운 모드로 천이되면, 천이된 모드에서 머물 시간을 결정한다. 즉, 각각의 노드들의 상기 유휴 모드 시간

TI과 상기 수면 모드 시간 TS는 <수학식 4>와 <수학식 5>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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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이득들이다.

<수학식 4> 및 <수학식 5>에서, 는 시간의 양을 결정하고, 로의 나눔은 10-1의 차수로 증감될 것이다.

왜냐하면, SIR은 10-12차수인 임계값보다 작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모에 있는 TO는 상기 시간을 더 작게 만들

것이므로, 노드들의 전력이 부족해지면 더욱 적합하게 될 것이다. 즉, 상기 노드는 좀더 빈번하게 상기 시간을 결정할 것이

다. 에 절대값을 취함으로써, 간섭이 많지 않더라도 노드는 유휴 모드(220) 또는 수면 모드(210)에 얼마나 오랫

동안 머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드가 데이터 트래픽의 경로에 있지 않은 다수의 노드들에 둘러싸여 있을 경우에

노드 주변에는 감지되는 전송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한 간섭도 많지 않을 것이다. 간섭이 적으면, 상기 노드는 수면 모

드로 천이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기하면서 전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값은 본 발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의 50은 유휴 모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의 150은 수면 모드 시간을 위한 것이다.

은 보통 유휴 모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작은 수이고 망의 접속성과 처리율은 긴 수면 모드 시간으로 인해 떨어

질 것이므로, 유휴 모드 시간을 위해 훨씬 큰 값이 사용된다. 유휴 모드와 수면 모드에 머물 시간의 최종 값은 파라미터로

써 최대 값의 균일한 분포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해진다. 상기 예상되는 SIR은 PID 조절기에 의해 조절되는 속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알고리즘은 "P 이득을 가진 PID 속도 조절기"라는 용어로 기재될 것이다. 상기 PID 조절기는 실시하

기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이득들을 조절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상기

이득들의 값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노드가 상기 수면 모드로부터 깨어날 때, 상기 <수학식 4>와 같이 유휴 모드 시간 TI값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상기 노드

가 수면 모드로 천이할 때, 같은 방법으로 수면 모드 시간 TS값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최대값들

이 동일하더라도 각각의 값은 임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유휴 모드(220)와 수면 모드(210)에는 서로 다른

값들이 주어진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절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S301 단계에 센서 노드가 동작을 시작한다. S302 단계에서 센서 노드는 송/수신할 데이터가 있는

지를 결정한다. 만약 송/수신할 데이터가 있다면, S303 단계에서 센서 노드는 송/수신 모드로 천이하고 계속해서 트래픽을

감시한다. 그러나, 상기 S302 단계에서 송/수신할 데이터가 없다면, S304 단계에서 상기 센서 노드는 유휴 모드로 천이한

다. 상기 유휴 모드로 천이할 때, S305 단계에서 상기 센서 노드는 유휴 모드 시간(TI)을 계산한다. S306 단계에서 송신 및

/또는 수신할 데이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감시한다. 만약 송신 및/또는 수신할 데이터가 있다면, 상기 센서 노드는

S303 단계로 진행하여 송/수신 상태로 천이한다. 그러나, 송신 및/또는 수신할 데이터가 없다면 S307단계에서 상기 센서

노드는 유휴 모드 시간(TI)이 만료하는지 결정한다. 상기 유휴 모드 시간이 만료되면, S308 단계에서 상기 센서 노드는 수

면 모드로 천이한다. S309단계에서 상기 수면 모드로 천이할 때, 상기 수면 모드 시간에서 머물 시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S310 단계에서 상기 센서 노드는 수면 모드 시간(TS)이 만료되는지를 판단하고, 수면 모드 시간(TS)이 만료되면 상기

S304 단계로 진행하여 유휴 모드로 천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센서 노드는 상기 <수학식 4> 및 <수학식 5>에 의해서 유휴 모드와 수면 모드 사이를 천이할 때

유휴 모드에서 머물 유휴 모드 시간과 수면 모드에서 머물 수면 모드 시간을 각각 계산한다.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를 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상기

망은 버전 2.27의 NS-2와 NRL's Sensor Network Extension to NS-2에 의해 실험되었다. 상기 NS-2는 오브젝트 지향

적이고,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VI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계발된 이산적인 이벤트 시뮬레이터이다. 상기

NS-2에서 간과하고 있는 센서 망의 유일한 기본적인 견해는 화학적 구름이나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은 현상에 대한 개념

이었다. 상기 현상은 대기의 상태나 지표의 진동등과 같은 채널을 통한 센서들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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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채널에 있는 현상의 "ping"을 센서가 감지하면, 센서는 상기 NS-2의 사용자로 정의된 센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에 따라서 동작한다. 상기 어플리케이션은 센서가 목적 현상을 감지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센서가 상기 현상을 계속해서 감지하면서 어떤 데이터 수집 포인트에 레포트를 주기적으로 보

내거나, 예측되는 발생을 외부 감시자에게 경보하기 전에 상기 현상을 좀더 정확하게 특징지을 수 있도록 인접 센서 노드

들과 협동하는 것과 같은 좀더 복잡한 동작을 할 수도 있다. 각각의 센서 망은 감시, 주변 상황 감지 등 현상 감지를 수행하

기 위한 각기 고유의 센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상기 NS-2는 현상에 따른 센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시킬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기 센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약 하에 기본적인 망 기반시설을 동작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상기 시뮬레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을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현상(phenomenon)은 상기

시뮬레이터에 있는 다른 이동 노드들과 같은 이동 노드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노드는 주기적으로 MAC(Media Access

Control)계층을 통해 망으로 현상들을 유입한다는 것이다. 상기 현상들을 감지하고자 하는 노드들은 또 다른 채널을 구축

하고, 상기 트래픽들을 SENSOR AGENT에 추가한다. 상기 유입된 트래픽들은 브로드캐스트되고 각 노드들의 전송범위가

각각의 전송전력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상기 시뮬레이션에는 26 개의 정적 무선 센서 노드들과 하나의 CO2 현상이 있다. 상기 노드들과 현상은 망에 구성될 것이

고 매 0.09초마다 상기 현상, CO2가 뿌려질 것이다. 상기 도 1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기 노드들은 균일하게 분포되고, 가장

가까운 노드로부터 100m 떨어져 있다. ID의 증가는 처음에는 위쪽으로 향하다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노드(26)는 패킷들

을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표1>에 개시되어 있다. 상기 '무선 파라미터들

'은 "914MHz Lucent WaveLAN DSSS 무선 인터페이스" 표준에 근거하고, '에너지 파라미터'는 Proc. IEEE GLOBECOM

2002, vol. 1, 2002 의 "Ad Hoc Networks Based on Energy Consumption"에 근거한다. 모든 시뮬레이션들은 100초 동

안 실험되었다.

[표 1]

도 4는 종래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노드들의 절전 곡선과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노드의 절전 곡선의 비교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각각의 노드에서의 절전량이 도시된다. 상기 절전 곡선 패턴들은 서로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간섭

을 통하여 어떤 노드가 수면 모드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의 절전 방법을 이용하여 작

동하는 각 노드들에 대한 절전 곡선이 모드에 상관없이 종래의 절전 방법들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노드들에 대한 절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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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크다. 모든 노드들의 평균 절전 곡선에 대한 통계가 <표2>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본 발명의 절전 방법(IBAF)이 다른

절전 방식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많은 노드들에서도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AFECA의 절전량이 BECA의 절전량보다

적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 5는 종래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노드들의 평균 절전 곡선과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노드의 평균 절전 곡선의 비

교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절전 방법(IBAF)이 망 밀집도에 상관없이 상기 BECA와 상기 AFECA보다 성능이 우수

함을 보여준다.

[표 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은 인접 노드들로부터의 간섭 정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수면 모드와

유휴 모드에 머물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드들의 밀집도에 상관없이 그리고, 망의 접속성에 있어서도 역효과 없이 전

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

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수면 모드와 유휴 모드에서 머물 체류 시간이 인접 노드들로부터 간섭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은 노드들의 밀집도에 상관없이 그리고, 상기 망의 접속성에 있어서의 역효과 없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이 실시예에 따른 무선 센서 망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센서 노드의 상태 천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절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종래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노드들의 절전 곡선과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노드의 절전 곡선을 비교하는 그

래프.

도 5는 종래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평균 절전 곡선과 본 발명의 절전 방법을 적용한 평균 절전 곡선을 비교하는 그래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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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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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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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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