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L 29/02 (2006.01)

     H04L 12/28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7-0074400

2007년07월12일

(21) 출원번호 10-2006-0002453

(22) 출원일자 2006년01월09일

심사청구일자 2006년01월09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박종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적골8단지아파트 802동 1404호

정민섭

서울 관악구 봉천5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130동 1502호

박우종

서울 송파구 가락2동 프라자아파트 10-302

김민규

서울 서초구 방배3동 대우효령아파트 106동 1001호

김대영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305-1601

유성은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삼익아파트 1-101

(74) 대리인 정홍식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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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초광대역 통신과 개인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이 초기 위치를 설정한 후

에, 위치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재설정할 때, 삼각법을 수행할 1 홉 내에 있는 이

웃 노드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만큼 떨어진 인접 노드를 활용하여 각 노드의 위치 정보를 재설정하

도록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여 위치 정보를 확정하게 됨으로써, 수도우 앵커 노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주변에 앵커 노드를 갖지 못하는 노드들에게 앵커 노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임의의 노드가 재설정 위

치를 갖게 됨에 따라 수도우 앵커 노드로 전환하여 다른 노드의 정확한 위치 계산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선 센

서 네트워크 내에서 각 노드들의 보다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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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앵커 노드를 근거로 초기 위치를 설정하는 초기위치 설정단계;

상기 앵커 노드로부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위치 재설정 메시지 수신단계;

상기 앵커 노드를 근거로 이웃 노드들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기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초기위치 재설정 단계; 및

재설정 위치 정보를 근거로 수도우 앵커 노드로 전환하고, 상기 재설정 위치 정보와 수도우 앵커 정보를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하는 재설정 위치 알림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

정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 수신단계는, 상기 앵커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트된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위치 재설정 단계에서, 1 홉 이내의 이웃 노드들 중 상기 앵커 노드가 3 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내에 존재하는 앵커 노드까지 포함한 3 개의 앵커 노드를 이용하여 상기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위치 재설정 단계에서, 상기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동안 다른 노드들은 대기 시간을 설정하여 상기 대기 시간

을 계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노드들은 상기 대기 시간을 계수하는 동안 상기 재설정 위치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대기 시간을 해제하고, 상기

수도우 앵커 노드를 포함한 상기 앵커 노드가 1 홉 이내의 이웃 노드로 3 개 이상이 되는 노드부터 다음 위치 재설정을 수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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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설정 위치 알림단계에서, 상기 앵커 노드는 다른 앵커 노드와 상기 수도우 앵커 노드를 이용해 정확한 거리 함수의

계수를 학습하고,

네트워크에 새로 추가된 노드는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때 상기 앵커 노드로부터 제공된 상기 학습된 거리 함수의 계수를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설정 위치 알림단계에서, 상기 재설정 위치 정보와 상기 수도우 앵커 정보를 수신한 상기 다른 노드들은, 1 홉 이내

의 앵커 노드가 3 개 미만인 경우에 멀티 홉으로 떨어져 있는 앵커 노드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

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홉의 수가 작은 순으로 이용 앵커 노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 수신단계에서, 상기 초기 위치를 설정한 이후에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한 경우에,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상기 앵커 노드에게로 송신하여, 상기 초기 위치에 대한 재설정을 진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초광대역 통신과 개

인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이 초기 위치를 설정한 후에, 위치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

해 각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재설정할 때, 삼각법을 수행할 1 홉 내에 있는 이웃 노드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만큼 떨어진 인접 노드를 활용하여 각 노드의 위치 정보를 재설정하도록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멀티 홉 센서 네트워크(Multi-hop Sensor Network) 또는 무선 개인영역 네트워크(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위치 추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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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측정된 홉(hop) 간 거리를 통해서 멀티 홉으로 떨어져 있는 앵커 노드(Anchor Node)와 미지(Unknown) 노드간

거리를 추정한 후에 미지 노드의 위치를 추정하는 예컨대, 거리합(Sum-Dist)과 같은 레인지-베이스(Range based) 위치

추정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거리 측정 에러가 적은 환경에서는 낮은 위치 추정 에러를 보이는 장점이 있으나, 거리 측정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치 추정의 정확도가 거리 측정 에러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측정된 거리보다 계산된 거리를 사용해서 앵커 노드와 미지 노드 간의 거리를 추정한 후 미지 노드의 위치를 추정

하는 레인지-프리(Range-free) 위치 추정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위치 추정 정확도가 거리 측정 에러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장점이 있으나, 노드의 위치를 정밀하게 찾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세째는 위 두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예컨대, "Para-LDL"과 같은 멀티모들(Multimodal) 방식이 있다. Para-LDL

방식은 기존의 위치 추정 방식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하지만, 멀티 홉 센서네트워크에서 앵커 노드로부

터 미지 노드가 멀티 홉으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리 측정 에러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초광대역 통신과 개인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노

드들이 초기 위치를 설정한 후에, 위치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재설정할 때, 삼각

법을 수행할 1 홉 내에 있는 이웃 노드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만큼 떨어진 인접 노드를 활용하여

각 노드의 위치 정보를 재설정하도록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은, 앵커 노드를 근거로

초기 위치를 설정하는 초기위치 설정단계; 상기 앵커 노드로부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는 위치 재설정 메시지 수신

단계; 상기 앵커 노드를 근거로 이웃 노드들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기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초기위치 재설정 단계; 및

재설정 위치 정보를 근거로 수도우 앵커 노드로 전환하고, 상기 재설정 위치 정보와 수도우 앵커 정보를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하는 재설정 위치 알림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 수신단계는, 상기 앵커 노드로부터 브로드캐스트된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상기 초기위치 재설정 단계에서, 1 홉 이내의 이웃 노드들 중 상기 앵커 노드가 3 개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내에 존재하는 앵커 노드까지 포함한 3 개의 앵커 노드를 이용하여 상기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게 된다.

상기 초기위치 재설정 단계에서, 상기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는 동안 다른 노드들은 대기 시간을 설정하여 상기 대기 시간

을 계수하게 된다.

상기 다른 노드들은 상기 대기 시간을 계수하는 동안 상기 재설정 위치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대기 시간을 해제하고, 상기

수도우 앵커 노드를 포함한 상기 앵커 노드가 1 홉 이내의 이웃 노드로 3 개 이상이 되는 노드부터 다음 위치 재설정을 수

행하게 된다.

상기 재설정 위치 알림단계에서, 상기 앵커 노드는 다른 앵커 노드와 상기 수도우 앵커 노드를 이용해 정확한 거리 함수의

계수를 학습하고, 네트워크에 새로 추가된 노드는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때 상기 앵커 노드로부터 제공된 상기 학습된 거

리 함수의 계수를 활용하게 된다.

상기 재설정 위치 알림단계에서, 상기 재설정 위치 정보와 상기 수도우 앵커 정보를 수신한 상기 다른 노드들은, 1 홉 이내

의 앵커 노드가 3 개 미만인 경우에 멀티 홉으로 떨어져 있는 앵커 노드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 상기 멀티 홉의 수가 작은

순으로 이용 앵커 노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 수신단계에서, 상기 초기 위치를 설정한 이후에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한 경우에, 상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상기 앵커 노드에게로 송신하여, 상기 초기 위치에 대한 재설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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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앵커 노드(Anchor Node)(110, 120), 근접 노드(Closing Node)(130), 인접 노

드(Neighbor Node)(140), 및 유저 노드(User Node)(150)를 포함한 구성을 갖는다. 물론, 전술한 노드 이외에도 유저 노

드(150)를 중심으로 2 홉 또는 그 이상의 거리를 가지는 다수의 노드들이 구성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각 노드(Node)들이 예컨대, 지그비(Zigbee) 통신으로 서로의 거리를 측정하고, 각 거리 정보를

취합하여 "거리연산 알고리즘(Localization Algorithm)"에 의해 각 노드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 중에서 세 개의 노드는 자신의 절대 위치를 알고 있어야 나머지 노드들의 절대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절대 위치를 알고 있는 노드를 '앵커 노드(Anchor Node)'라 한다.

앵커 노드(110, 120)는 각 노드들이 초기 위치를 설정한 이후에, 각 노드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치 재설정 메

시지를 각 노드에게로 브로드캐스트한다.

근접 노드(130)는 유저 노드(150)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노드이고, 인접 노드(140)는 근접 노드(130) 다음으로 유저 노드

(150)에 가까이 위치한 노드이다.

유저 노드(150)는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는 노드로서, 앵커 노드(110, 120)로부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하면, 앵커 노

드(110, 120)를 포함하여 1 홉 내로 위치하고 있는 각 노드와의 거리를 측정한다.

유저 노드(150)는 1 홉 내에 3 개의 앵커 노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내에 있는 앵커 노드를 이용

하여 자신의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게 된다. 이어, 유저 노드(150)는 초기 위치의 재설정을 완료하여 자신의 위치가 확정되

면, 수도우 앵커 노드(Pseudo Anchor Node)로 전환하고, 자신의 새로운 위치 정보와 수도우 앵커 정보를 다른 노드들에

게 브로드캐스트한다.

이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에 대하여, 도 1과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동작 흐름도를 참조하

여 설명한다.

먼저, 제1 앵커 노드(110)와 제2 앵커 노드(120), 근접 노드(130), 및 인접 노드(140) 사이에 위치한 유저 노드(150)는 자

신의 초기 위치를 설정하게 된다.

도 1에서, 유저 노드(150)는 실제 위치(a)에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초기 위치(b)를 설정한다.

유저 노드(150)는 적어도 3 개의 앵커 노드까지의 거리를 다음 3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다.

첫째, "Sum-Dist"와 같은 레인지 베이스 거리연산(Range based localization)을 이용하는 것으로, 앵커 노드까지의 홉 간

거리를 더한다. 도 2에서, 유저 노드(150)와 제2 앵커 노드(120)와의 홉 간 거리는 "5+4"이므로 "9"을 얻는다. 유저 노드

(150)와 제1 앵커 노드(110)와의 홉 간 거리는 "6"이고, 유저 노드(150)와 제3 앵커 노드와의 홉 간 거리는 "6+5"이므로

"11"을 얻는다.

둘째, "DV-Hop"과 같은 레인지 프리 거리연산(Range free localization)을 이용하는 것으로, 앵커 노드까지의 홉 수와 평

균 홉 간 거리를 곱한다. 도 2에서, 제1 앵커 노드(110)와 제2 앵커 노드(120) 간의 거리는 3 홉에 "12"이고, 제2 앵커 노

드와 제3 앵커 노드 간의 거리는 2 홉에 "8"이다. 이에 따라, 평균 홉 간 거리는 "4"이다. 따라서, 유저 노드(150)와 제1 앵

커 노드(110) 간의 거리는 2 홉이므로 "8"이다. 또한, 유저 노드(150)와 제2 앵커 노드(120) 간의 거리는 1 홉이므로 "4"이

다. 그리고, 유저 노드(150)와 제3 앵커 노드 간의 거리는 2 홉이므로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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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Para-DLD"와 같은 멀티모들 거리연산(Multimodal localization)을 이용하는 것으로, 노드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 함수를 이용한다. 여기서 거리 함수는 다음 수학식 1과 같다.

위 수학식 1에서 ssd는 가장 짧은 경로의 거리의 합을 나타내고, snh는 가장 짧은 경로의 홉의 합을 나타낸다. 여기서, 거

리 함수의 계수 w0 ~ w2는 학습에 의해 얻게 된다.

이때, 거리 함수의 계수 w0=0.9, w1=0.1, w2=0.5인 경우에, 유저 노드(150)와 제1 앵커 노드(110) 간의 거리는 수학식

1에 의해 "0.9*(5+4)+0.1*2+0.5=8.8"이 된다. 또한, 유저 노드(150)와 제2 앵커 노드(120) 간의 거리는 "0.9*(6+5)

+0.1*2+0.5=10.6"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으로 유저 노드(150)는 도 1의 (b)와 같은 초기 위치를 얻게 된다.

앵커 노드(110, 120)는 유저 노드(150)가 초기 위치(b)를 설정하게 되면, 그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위치 재설정 메시

지를 각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한다(S302). 이때, 초기 위치를 설정한 유저 노드(150)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이동한 경

우에, 유저 노드(150)가 앵커 노드(110, 120)로부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하기 보다, 먼저 앵커 노드(110, 120)에게

로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송신하여, 초기 위치에 대한 재설정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가 k 차원인 경우, 앵커 노드(110, 120)로부터 위치 재설정 메시지를 수신한 유저 노드(150)를 비롯한

다른 노드들 가운데, k+1 개 이상의 앵커 노드를 1 홉 이웃 노드로 가지는 유저 노드(150)부터 재설정을 시작하게 된다

(S304).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앵커 노드(110)와 제2 앵커 노드(120)가 1 홉 이내이고, 제3 앵커 노드가 2 홉 또는 그 이상

의 홉인 경우에, 유저 노드(150)는 제1 앵커 노드(110)와 제2 앵커 노드(120)를 포함하고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을 가지

는 제3 앵커 노드를 이용하여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게 된다.

유저 노드(150)는 제1 앵커 노드 내지 제3 앵커 노드를 근거로 삼각법(Triangulation)을 통해 앵커 노드들과 인접노드 간

의 1 홉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S306). 이때, 유저 노드(150)는 다음 수학식 2와 같은 거리 함수를 이용한다.

유저 노드(150)는 전술한 바와 같은 과정으로 초기 위치에 대한 재설정을 완료하면(S308), 도 1의 (c)와 같은 재설정 위치

정보를 얻게 된다.

여기서, 유저 노드(150)는 k 차원에서 k+1 개 이상의 앵커 노드에 의해 정확한 재설정 위치 정보를 갖기 때문에 수도우 앵

커 노드(Pseudo Anchor Node)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저 노드(150) 이외에 근접 노드(130)와 인접 노드(140)를 비롯한 다른 노드들은 유저 노드(150)가 초기 위치에 대

한 재설정을 진행하는 동안, 대기 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 시간을 계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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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저 노드(150)는 초기 위치에 대한 재설정을 완료한 이후, 새로운 위치 정보, 즉 재설정 위치 정보와 수도우 앵커 정

보를 근접 노드(130)와 인접 노드(140)를 포함한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하여, 자신의 위치 재설정과 자신이 수도

우 앵커 노드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리게 된다(S310).

대기 시간을 계수하는 동안, 유저 노드(150)로부터 재설정 위치 정보와 수도우 앵커 정보를 수신한 다른 노드들은 대기 시

간의 계수를 중단한다. 그리고, 1 홉 이내의 앵커 노드가 수도우 앵커 노드를 포함해 3 개가 되는 다른 노드가 위치 재설정

의 다음 우선순위가 된다.

유저 노드(150)에 대해 1 홉 이내의 모든 다른 노드들이 3 개 미만의 1 홉 이내의 앵커 노드를 가지는 경우,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을 가지는 앵커 노드를 포함한 앵커 노드의 수가 3 개가 되는 다른 노드가 위치 재설정의 다음 순위가 된다.

따라서, 수도우 앵커 노드를 포함한 앵커 노드를 2 개 이상 이웃 노드로 하는 다른 노드에서 다음 재설정을 시작하게 된다

(S312).

한편, 앵커 노드는 다른 앵커 노드와 수도우 앵커 노드를 이용해 정확한 거리 함수의 계수를 학습(Learning)하게 된다. 따

라서, 앵커 노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될 때 다음 수학식 3과 같은 거리 함수를 새로 추가된 노드에

게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새로 추가된 노드는 자신의 위치를 설정할 때 앵커 노드로부터 제공된 새로 학습된 거리 함수의 계

수를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 새로 학습된 거리 함수는 수학식 3과 같이 d*
j+1 부터 d*

j+p까지 추가된 매트릭스(Matrix)를

갖는다.

그리고, 유저 노드(150)로부터 재설정 위치 정보와 수도우 앵커 정보를 수신한 다른 노드들은, 1 홉 이내의 앵커 노드가 3

개 미만인 경우에 멀티 홉으로 떨어져 있는 앵커 노드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 멀티 홉의 수가 작은 순으로 이용하는 앵커

노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초광대역 통신과 개인 영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

이 초기 위치를 설정한 후에, 위치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치를 재설정할 때, 삼각법을

수행할 1 홉 내에 있는 이웃 노드의 개수가 부족할 경우, 2 홉 또는 그 이상의 홉 만큼 떨어진 인접 노드를 활용하여 각 노

드의 위치 정보를 재설정하도록 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

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

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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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초기 위치를 재설정하여 위치 정보를 확정하게 됨

으로써, 수도우 앵커 노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주변에 앵커 노드를 갖지 못하는 노드들에게 앵커 노드를 제공하게 된다. 또

한, 임의의 노드가 재설정 위치를 갖게 됨에 따라 수도우 앵커 노드로 전환하여 다른 노드의 정확한 위치 계산에 이용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선 센서 네트워크 내에서 각 노드들의 보다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에서 초기 위치를 설정하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나타낸 구

성도, 그리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노드 위치 정보 재설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동작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10, 120 : 앵커 노드 130 : 근접 노드

140 : 인접 노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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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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