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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 지 하베스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는 에 지 하베스  모듈을 통하여 배터리를 충

하고 충 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동작을 한다. 센서는 컨트롤러에게 고정 인 주기로 데이터와 

Reclaim 메시지를 송하고 컨트롤러는 그에 한 응답으로 ACK 메시지를 송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가 컨트롤러에게 데이터와 Reclaim 메시지를 송하는데 있어 고정 인 주기를 센서 주변의 온도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송주기  Reclaim 메시지를 동 으로 제어하여 ACK 메시지를 선택 으

로 수신하도록 하 다. 제안하는 선택  ACK 로토콜은 기존의 ACK 로토콜을  력화하는 방

법으로써 센서의 한정된 배터리 력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여 에 지 하베스  무선 센서 네트워

크의 Life Time을 연장하 다.

1. 서론

   에 지 하베스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련하여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활발한 연구에 비해 상용화에

는 기 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제약

이 있지만 주요 제약 으로 한정된 배터리 력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에

지 하베스  센서 노드들은 하베스  센서 모듈을 통해 

배터리를 충 하고 충 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동작을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서 노드들은 배터리의 Life Time

을 늘리기 해 한정된 배터리 력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거나 력소모를 여야 한다.[1]

   센서 네트워크는 실시간 환경 정보 모니터링과 같이 

주기 으로 데이터 송을 필요로 하거나 인 라스트럭처

가 없는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진다.[2] 이러한 이

유로 본 논문에서는 주변 환경 정보 모니터링(온도, 조도 

/ 본 논문에서는 온도를 사용) 기능  에 지 하베스 이 

가능한 독일 EnOcean사의 EDK300C KIT을 이용하여 무

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존의 ACK 로토콜이 아

닌 제안하는 선택  ACK 로토콜을 설계 용하 다.

2. 선택  ACK 로토콜

   (그림 1)은 기존 에 지 하베스  센서 노드(EnOcean

사의 EDK300C KIT)의 ACK 로토콜의 동작과정이다. 

센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고정 인 주기로 컨트롤러에게 

송한다. 그리고 센서는 송된 데이터에 한 ACK 메

시지를 받기 해 Reclaim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컨트롤

러는 ACK 메시지를 송신한다. 이는 데이터  Reclaim 

메시지의 고정 인 송주기와 무조건 인 ACK 메시지의 

수신으로 인해 한정된 배터리를 빠르게 소모하는 단 이 

있다.

(그림 1) 기존의 ACK 로토콜

   (그림 2)는 제안하는 선택  ACK 로토콜의 동작과

정으로써 센싱된 온도에 한 데이터 값을 컨트롤러에게 

송하는데 있어 고정 인 송 주기가 아닌 <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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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범 에 따라 데이터의 송주기  Reclaim 메시지

를 동 으로 제어하여 ACK 메시지를 선택 으로 수신하

도록 하 다. 이 게, 온도 범 마다 등 을 나  이유에

는 다음과 같다. 고정 인 주기로 온도를 센싱하고 센싱된 

데이터와 Reclaim 메시지를 송하는 데에 있어 빠르게 

력을 소비하여 추가 인 력 공 이 없는 한 안정 인 

데이터 송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수집된 데

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유 의 입장에서 온도의 변화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 제안하는 선택  ACK 로토콜

온도(Temperature) 범 주기 ACK

36 ℃ < T ≤ 40 ℃ 1s Yes

34 ℃ < T ≤ 36 ℃ 3s Yes

32 ℃ < T ≤ 34 ℃ 6s Yes

T ≤ 32 ℃ 10s No

<표 1> 제안하는 선택  ACK 로토콜의

온도 범   ACK 송여부

3. 성능평가

   EnOcean사의 EDK300C KIT 2세트를 비하여 각각 

기존 ACK 로토콜과 선택  ACK 로토콜을 용하

다. 두 개의 센서 노드를 동일한 시간 에 시간에 따른 온

도를 임의로 변화시켜가면서 수신되는 ACK 메시지의 수

와 력소모를 측정하여 비교 하 다. 측정결과 (그림 3)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존 ACK 로토콜의 경우는 수신

되는 ACK 메시지의 수가 선형 으로 증가하는 반면, 선

택  ACK 로토콜의 경우는 온도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ACK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를 

통해서는 기존 ACK 로토콜의 력소모가 선형 으로 

증가하는 반면, 선택  ACK 로토콜의 경우는 데이터의 

주기와 Reclaim 메시지를 제어하 기에 력소모를 일 

수 있었고 Life Time을 늘릴 수 있었다.

(그림 3) 기존 ACK 로토콜과 선택  ACK 

로토콜의 수신되는 ACK의 수

(그림 4) 기존 ACK 로토콜과 선택  ACK 로토콜의 

력량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 지 하베스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의 고정 인 데이터 송 주기를 센서 주변

의 온도변화에 따라 송주기  Reclaim 메시지를 동

으로 제어하여 ACK 메시지를 선택 으로 수신하도록 하

다. 제안하는 선택  ACK 로토콜은 기존의 ACK 
로토콜을  력화하는 방법으로써 센서의 한정된 배터

리 력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여 에 지 하베스  무

선 센서 네트워크의 Life Time을 연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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