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215 -

논문 2011-6-27

중복 그룹을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인과관계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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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통신 하부구조는 응용 요구사항에 매우 종속적인 경향이 있다. 가쉽 통신은 P/S(공급자 
대 소비자) 패러다임에 기반 한 정보 전달 기능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부구조가 가질 수 있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전도유망한 방법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센서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메시지 전달 순서 보장 및 중
복 그룹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가쉽형 전달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복 그룹을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최신 인과관계 정보 전송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공급자인 센서 리더들이 인과관계 정보를 융합하여 그들 간의 인과적 메시지 전달 순서
를 일관성 있게 보장한다. 반면에 최신 인과 관계 정보만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각 멀티캐스트 메시지에 피기백 
되어 가쉽형 전달을 통해 전송된다. 이러한 확장적 특성은 최소한의 의미 있는 정보만을 요구하는 응용분야에 매우 
적합할 수 있다.

Abstrac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f wireless sensor networks significantly tends to depend on application 
requirements. Gossip communication is becoming one of the promising solutions for addressing its scalability 
problems in providing information propagation functionality based on the P (publish)/S (subscribe) paradigm. In 
particular, despite the importance of both guaranteeing message delivery order required and supporting 
overlapping groups in sensor networks, there exist little research works on development of gossip-style 
dissemination protocols to satisfy all these requirement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latest causal information 
transmission protocol between publishers and subscribers for overlapping groups. In this protocol, sensor leaders 
as publishers might guarantee consistently causally ordered message delivery among themselves by aggregating 
causality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only the latest causal information piggybacked on each multicast 
message is transmitted from publishers to subscribers through gossip-style dissemination. Its scalability feature 
might be highly suitable for the area of the applications requiring only the minimum meaningfu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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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목표가 같은 무선 센서 응용 분야에서도 다양한 환경

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 구성을 달리하거나 해당 응용에 

한 기반 송 로토콜을 달리해서 설계해야한다[1]-[6]. 

를 들면, 센서 응용 분야로 매우 심이 높은 의료 모

니터링 분야에서, 각 개인 지병에 따른 응 처치를 달리 

해야 하므로, 각 개인 정보는 매우 자세한 부분까지 송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먼지포화도나 오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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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정보 송을 하는 

분야에서, 특히 특정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정보가 송

되지 않고 주기 으로 해당 정보가 송되는 환경이라면, 

의미 있는 수치 정보가 아닐 경우 모든 정보들이 체 

송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과부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비

효율 일 수 있다. 이러한 “그룹 내의 익명”으로부터 의

미 있는 수치가 수신되었을 때에만 응용에 필요하다면 

모든 정보보다는 최신의 정보만이 달 될 필요가 있고, 

그럴 때에 네트워크가 확장 이다. 그러한 최신 정보가 

달될 필요가 있는 응용에는 원격 환경 모니터링, 목  

추 (target tracking)  멀티 이어 게임 등이 있다
[1]-[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들  고성능  고용량

의 리더(leader)들이 SENSTRAC[7]환경에서와 같이 선

출되고, 이들에게 일반 센서들이 정보를 주기 으로 

송한다. 센서 리더 간에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해 혼잡 

제어, 패킷 손실 회복  수신 응답과 같은 신뢰성 있는 

패킷 달 로토콜이 필요하다[1]. 특히, 앞에서 언 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 굉장히 다양한 동  특징

이 있기 때문에 센서 리더들 간에 상호 작용하며 통신하

는 새로운 복 그룹(overlapping group)이 생겨난다. 무

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동 질의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심사에 따른 정보 달을 최 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P/S(공 자  소비자) 패러다임이 있다[7]. P/S 패러다임

에서는 질의 노드(query node)가 주기 으로 심 정보

를 제공하는 공 자들을 찾아내고, 심 있는 정보를 보

유한 센서 리더에게 가입 메시지를 보내며, 해당되는 센

서 리더들(공 자들)은 주기 으로 심사 정보를 요구

한 질의 노드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7]. P/S 패러다임에 

합한 그룹 통신 방법으로 가쉽 통신[8]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인데, 이는 기존의 통 인 신뢰성 있는 로드

캐스트 방법[9]과 IP-Multicast를 활용한 네트워크 수  

그룹 통신에 비해 이벤트의 신뢰성 있는 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에 보다 확장 이다. 가쉽 기반의 송 

방법은 합리  수 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고, 결정  

상구성에 의해 좀 더 엄격한 메시지 달 순서를 제공함

으로써 규모 그룹 통신에 합하다[7]. 그러나 기존에 

연구된 가쉽 기반 로토콜들은 규모 그룹에서 모든 

로세스들이 모든 이벤트에 심이 있다는 것을 제로 

러딩(flooding)한다[8]. 그러나 러딩은 이벤트의 수가 

많고 체의 그룹에서 각각의 이벤트에 따라  심이 달

라지는 가입자들이 많다면 하지 않은 방법이다
[10]. 

한, 복되는 멤버들 간에도 메시지 달 순서에 한 

일 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가쉽 기반으로 복 그룹 

간에 원자  순서 달을 보장하는 로토콜은 
[8]에서 제

안되었다. 채  도우, 화이트보드  P2P 비디오와 같

은 동  특징이 필요한 분산 응용
[11]에서 필요한 복 

그룹 간의  비용 인과  메시지 달순서를 보장하는 

로토콜은 P/S 패러다임에 속하는 공 자를 기반하여 

재까지 제안된 것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 내의 

익명”에 의한 정보가 필요한 분야에 합한 인과  메시

지 달 순서를 보장하는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로토콜은 그룹 내 멤버들이 동 으로 가입  탈퇴를 

하더라도, P/S 패러다임의 공 자를 기반으로 메시지 

달 시 인과  순서에 한 일 성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공 자로부터 소비자로의 모든 메시지 통신은 최신 정보

만을 가쉽으로 송함으로써 멀티캐스트 본래의 확장성

을 보장한다.

Ⅱ. 중복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1. 기본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 자와 소비자 간의 최신 인

과 계 정보 송 로토콜에서 선출된 센서 리더는 공

자가 되고, 소비자는 심사에 따라 해당 공 자들에

게 가입한다. 공 자는 소비자의 심 그룹에 따라 복

될 수 있다. 이러한 복 그룹의 형성은 소비자의 심사

에 의한 응용에 의해 좌우된다[7]. 공 자들은 서로 간에  

IP-Multicast와 가쉽 통신에 의해 주기 으로 정보를 업

데이트하고, 공 자는 소비자로부터 수신한 질의에 알맞

게 해당 정보의 결과를 종합한다. 복된 그룹에 가입한 

공 자들은 해당 그룹의 모든 정보를 융합하면서 메시지

를 송수신한다. 한, 응용에 따라 인과  순서화와 같은 

메시지 달 속성도 공 자들은 보장한다. 

본 논문의 제안 로토콜은 복된 그룹에 해서도 

인과  순서화를 보장한다. 그런데 해당 응용에 따라 인

과 계 순서에 한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어떤 지역의 먼지포화도가 

공 자들에 의해 측정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마스크사용에 한 알람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주기 으로 발생되는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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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의 값이 어떤 공 자에 의해 발생되었으나 소비자

가 그 정보를 공 한 센서노드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

라, 먼지포화도를 측정하는 공 자 그룹에 의해 발생된 

최신의 정보만 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 자들이 발생시

킨 모든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달하지 않아도 된

다. 따라서 제안 로토콜에서는 소비자에게 메시지 달

의 인과  순서 정보를 메시지에 피기백하여 송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정보만을 그룹 체의 이름으로 송

하도록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응용에 한 메시지 달 

기 을 융합된 모든 인과  순서정보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 융합된 최신 정보만으로 행동에 한 

단을 한다. 를 들어, 먼지포화도가 기 치를 상회하는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수신했을 때, 소비자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해당지역의 방문을 자제하는 단을 내리기

만 하면 되며, 해당 정보를 가지고 인과  순서로 융합하

는 것은 공 자 측에서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요구되는 

소비자 메모리 크기  융합 계산 부하, 송신시 피기백되

는 정보 달 비용이 매우 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 응용은 한정될 수 있다[1]. 본 

논문의 로토콜에서는 해당 그룹의 공 자들이 그래  

기반의 콘텍스트 메시지 달 로토콜[12]을 사용한다. 

따라서, 참여 그룹 모든 공 자들을 서로 알고 있지 않아

도 되며, 최신의 정보를 IP-Multicast와 가쉽 통신에 의

해 송수신한다. 그리하여, Birman et. al.[9] 로토콜의 공

자 멤버가 기  되어 생성되는 간단한 2차원 벡터정보

다 멤버들 간에 송수신 되는 메시지가 기  되어 생성되

는 2차원 그래  자체의 융합 정보가 늘어나지만, 메시지 

기 으로써, 공 자 각각이 모든 공 자를 알고 있지 않

아도 되므로, 멤버쉽 정보에 한 부하는 어든다. 공

자들은 서로 간에 복된 그룹에서 송수신된 메시지의 

정보를 융합하여 인과 계 순서리스트를 콘텍스트 정보

로써 생성한 후, 모든 메시지에 피기백하여 해당 그룹 간

에 주기 으로 송수신한다. 반면에, 공 자가 소비자로 

메시지를 송할 때에는 콘텍스트 그래  정보를 참고하

여, 참여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최신 정보만을 엔트리 값

으로 하는 벡터테이블을 해당메시지에 피기백하여 송

한다. 이러한 특성은 공 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고, 콘

텍스트 그래 인 2차원의 정보를 멤버들 간에 모두 송수

신 하는 로토콜[12]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토콜

이 공 자에서 소비자로의 송신 시 그 비용이 어든다. 

이때에, 상 으로 공 자  소비자의 분산 응용 

에서, 각 공 자의 지역 메모리 부하와 인과 계 순서정

보를 계산하는 부하가 커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로의 분

산 부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고려가 필요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선 센서네트워크의 응용에 따른 선택이 

필요하다[1]. 

2. 프로토콜 설명 및 그림예시

그림 1. 콘텍스트 그래프 및 최신 값 벡터테이블
Fig. 1. Context graphs and a vector table for 

the latest Info.

그림 1은 각 공 자가 A,B,C,D이며, G1= {A,B}, G2= 

{A,C} G3= {A,D}일 때, 각각 (a)B, (b)C, (c)D, (d)A의 인

과 계를 나타내는 콘텍스트 그래 (context graph)이다. 

복그룹이 있는 센서네트워크에서 공 자가 인과  메

시지 달 순서를 보장하기 해, 심사 별 메시지마다 

참여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2차원 콘텍스트 그래 를 융

합한다. 공 자 간에는 인과 계 순서를 나타내는 2차원 

콘텍스트 그래 를 송신하는 메시지에 피기백한다. 그러

나 공 자가 소비자에게 메시지 송신시 소비자가 속한 

그룹별 벡터타임스탬 의 최신 값, 를 들면 그림 1의 

그룹 G1에 참여한 공 자 B의 최  값 벡터테이블은 

L1=(0,*,*)임, 만을 해당메시지에 피기백하여 가쉽핑 한

다. 최신 값 벡터테이블 표기는 L참여그룹ID들=(G1최신

값, G2최신값, G3최신값, .,, , Gn최신값)이다. 

그림 1에서 공 자 A가 참여하는 두 개의 그룹 G1과 

G2에 한 콘텍스트 그래  (d)를 보면, 처음에 공 자 A

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 G1G2G3-A
m1는 해당 그래 에서 

루트에 치한다. 그 후 A, B, C, D 각각에 의해 생성된 

메시지 G1G2G3-A
m2, G1-B

m1, G2-C
m1, G3-D

m1는 루트 메

시지 G1G2G3-A
m1의 단말노드로 콘텍스트 그래 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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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때, 메시지 이블의 표기는 참여그룹ID들-생성

노드ID메시지일련번호이다. 그래서, G1-B
m1은 참여그룹

ID= G1, 생성노드ID=B, 메시지일련번호=m1을 의미한다. 

반면, 공 자와 소비자 간에는 그림 1의 (e)와 같이 최신

의 정보만을 융합한 벡터테이블의 타임스탬 가 메시지

에 피기백되어 송된다.

공 자 A가 생성하게 되는 벡터타임스탬  L1,2,3=(0,0,0)

를 보면, 벡터테이블에 참여하는 그룹ID가 아랫첨자로 

“1,2,3” 로 붙여지고, 벡터의 첫 번째(G1), 두 번째(G2), 세 

번째(G3) 모든 엔트리에 최신의 메시지 생성 정보가 장

된다. 를 들면, 기화된 L1,2,3=(0,0,0)에서 메시지 

G1G2G3-A
m1이 생성되었을 경우, 그룹 G1을 나타내는 첫 

번째 엔트리를 “1”로 설정하면 L1,2,3=(1,0,0)이 된다. 이때, 

그룹 G1의 공 자 멤버 “A”가 메시지를 생성했다는 정보

보다, 그룹 G1의 메시지 ID값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소비

자에게 송된다. “ 구”가 메시지를 생성했다는 정보보

다 최신 정보를 신속히 요구하는 응용에 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룹 G1내에서 두 번째 메시지 

G1-B
m1도 공 자의 콘텍스트 그래 에 융합될 수 있고, 

최신의 벡터타임스탬 에는 “2”로 설정하여 L1,2,3=(2,0,0)

이 된다. 한편, 그룹 G1, G2와 G3에 모두 참여하는 멤버 

A는 각각의 메시지 G1G2G3-A
m2, G1-B

m1, G2-C
m1, 

G3-D
m1 모두를 콘텍스트 그래 에 추가하지만, 그룹 별 

최신 정보만을 설정하는 벡터타임스탬 는 L1,2,3=(2,0,0)

→L1,2,3=(2,0,0)→L1,2,3=(2,1,0)→L1,2,3=(2,1,1) 순서로 설정된

다. 이때, 메시지 G1G2G3-A
m2와 G1-B

m1는 동시에 생성되

어 인과 계가 없으므로 동등하므로, G1의 최신의 정보 

즉, 벡터타임스탬 의 첫 번째 엔트리가 “2”에서 “3”이 

되지 않는다. 즉, 두 메시지  수신이 먼  된 메시지를 

응용층으로 달하면 된다.

그림 2는 공 자들이 송수신한 메시지의 정보  최신 

정보만을 벡터타임스탬 에 융합하여 참여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소비자 멤버들 {S1,S2,S3}에게 가쉽으로 피기백

을 통해 메시지를 달하는 이다. 이때, 소비자는 인과

 순서와 계없이 메시지들을 수신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 두 개의 그룹 G1과 G2모두에 참여하는 

멤버인 S2는 각 그룹으로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S1은 G1

로의 메시지만 수신하고, S3은 G2로의 메시지만 수신한

다. 이때, G1G2-A
m1→(G1-C

m1 는 G2-D
m1)→G1-C

m2와 

같이 수신하는 메시지에 피기백 된 최신 벡터타임스탬

에 기반하여 어떤 인과  선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했

는지를 소비자들에 의해 알게 된다. 따라서 G1G2-A
m1→

G1-C
m1→G1-C

m2 순서로 메시지가 도착해야 하는데, 맨 

앞의 메시지 G1G2-A
m1가 수신되지 않았음을 G1에 속한 

소비자 S1은 메시지 G1-C
m1에 피기백된 정보인 L1=(2,*)

을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수신된 메시지를 즉시 응용계

층으로 즉시 달하지 않고 선임 메시지 G1G2-A
m1에 

한 재 송을 요청한다. 소비자 S2는 두 그룹 G1과 G2로의 

노드로부터 메시지 모두를 수신하므로, 메시지 G2-D
m1를  

수신한 후 피기백된 정보인 L1,2=(2,2)를 통해 가장 선임 

메시지 G1G2-A
m1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재

송을 요청한다. 소비자 S2가 메시지 G1G2-A
m1을 수신한

다면, 메시지 G1G2-A
m1이 두 그룹 G1과 G2에 모두 해당

되므로 그 후에 S2로 수신되는 그룹 G1로의 메시지 

G1-C
m1은 수신 직후 응용 계층으로 달된다. 소비자  S3

은 그룹 G1로의 메시지 G1-C
m1을 수신하지만 그룹 G1의 

멤버가 아니므로 이러한 메시지를 응용 계층으로 달하

지 않고 즉시 제거한다. 그러나 메시지 G2-D
m1을 수신하

고 피기백 된 정보인 L2=(*,2)을 확인한 후, 최근의 가쉽 

공 자에게 수신하지 못한 메시지 G1G2-A
m1의 재 송을 

요청한다.

그림 2. 공급자에서 소비자로의 메시지 전달 예제
Fig. 2. An example of message dissemination 

from publishers to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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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 re  IN ITIALIZE  
//In itia ling  Vec to rs and  The  Late st tim estam p  
  Con text[i][j]  (2D  Con text G raph fo r Causa lity )
  L [g x] (The la test m sg  in fo . fo r eve ry g roup  g x)
Procedu re  SEN D _TO _PU B
//Send  m sg  to  Pub lishe rs in  a ll in te re st g roups
  fo r a ll m em bers in  eve ry in te rest g roup  x do  
    ca ll P rocedu re  M AKE_CO N TEXT_GRAPH
    send  U nre liab le _M u lticast(m sg ID , d igest(Con text[i][j]))
Procedu re  SEN D _TO _SU B
//Send  m sg  to  Sub sc ribe rs in  a ll in te re st g roups
  fo r eve ry in te rest g roup x do
    L [g x] =  the  la test m sg  in fo . o f Context[i][j]
  se lect a ll subscribe rs in  Lo ca l_V iew  
  fo r each  sub scribe r do      
    send  G ossip _M SG (m sg  w ith  L [g x]) 
  if Pe riod ica lly  GO SS IP  then  
    send  d igest(L [g x])
  do  G arbage_Co llection
Procedu re   M AKE_C O N TEXT_G RAPH
  A ttach  m sg ID  in to  a ll lea f nodes o f Context[i][j]
Procedu re   PU B_REC E IV E_FRO M _PU B
//PU B Rece ive  m sg  from  PU B
  pu t m (m sg ID , d igest(Con text[i][j])) in  Pend ing _L is t
   fo r eve ry  m  in  Pend ing _L is t do  
      fo r eve ry  ancesto r a  in  Context[i][j] do
          if m  is a  then  
            de live r m  to  the  app lica tion  
            rem ove m  from  Pend ing _L is t
            ca ll P ro cedu re  M AKE_CO N TEXT_GRAPH
            ca ll P ro cedu re  SEN D _TO _SUB
Procedu re  SU B_REC E IV E_FRO M _PU B
//SU B Rece ive  m sg  from  PU B  
 fo r eve ry in te rest g roup  x do  
    if the re  is  the  la test m sg  in fo . in  L [g x] 
       d e live ry  m sg  to  the  app lica tion
       se t L [g x] a s the  la test o f the  tw o
    e lse  
       send  SEN D _REQ _SO LIC ITAT IO N (L[g x])

그림 3. 제안하는 프로토콜
Fig. 3. The proposed protocol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공 자 간에 콘텍스트 

그래 를 피기백하고, 공 자에서 소비자에게 최신 정보

로 된 벡터타임스탬 만을 메시지에 피기백하는 로토

콜이다. 로시  INITIALIZE에서는 해당 그룹ID와 메

시지ID를 융합하는 2차원 콘텍스트 그래 와 해당 그룹

별로 이루어진 1차원 벡터타임 스탬 를 기화한다. 

로시  SEND_TO_PUB에서는 생성된 메시지를 콘

텍스트 그래 의 단말노드로 추가하고 그것을 메시지에 

피기백 하여 참여하는 그룹의 모든 공 자에게 멀티캐스

트 한다. 로시 SEND_TO_SUB에서는 공 자가 소비

자에게 메시지를 가쉽 통신으로 송신한다. 해당 공 자

는 지역 뷰에서 임의로 선택한 소비자인 가쉽 타겟에게 

해당 메시지의 그룹 별 최신 값으로 벡터타임스탬 를 

업데이트하고 피기백하여 가쉽 송신한다. 만약, 송신할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면, 주기 으로 벡터타임스탬 를 

요약하여 가쉽 송신한다. 로시  PUB_RECEIVE_ 

FROM_PUB에서는 인과 계순서가 요약된 콘텍스트 그

래 에서 참여하는 모든 그룹에 해 선임하는 메시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 후, 선임 메시지가 하나라도 없다면 

응용 계층으로 달하지 않고 기한다. 반면에 선임메

시지ID가 모두 있다면 인과 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해당 

멤버의 콘텍스트 그래 에 수신한 메시지ID를 단말노드

로 추가한 후, 소비자에게 가쉽으로 송한다. 로시  

SUB_RECEIVE_FROM_PUB에서는 해당 그룹의 공

자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한다. 피기백 된 벡터타

임스탬 를 비교하고, 참여하는 모든 그룹에 해 벡터

스탬 의 최신 값이 메시지에 피기백 된 최신 값보다 크

거나 같으면, 응용 계층으로 달하고, 그 지 않으면 최

근의 가쉽 송신자인 공 자에게 아직 수신하지 못한 메

시지를 요청한다.

Ⅲ.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시뮬 이션을 통해 제안한 공 자와 소

비자 간 최신 인과 계 정보 송 시 인과  메시지 달 

순서를 보장하는 로토콜과 모든 인과 계순서를 송

하는 기존 로토콜[13]에 한 성능을 비교하 다. 성능

평가 시 공 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송신하기 

한 가쉽 통신을 해 기존의 Bimodal Multicast[8]와 

LPBCast[10]의 성능 라미터들을 참조하여 사용하 다. 

시뮬 이션 기에 복 그룹의 모든 멤버리스트와 각 

공 자의 지역 뷰는 기화되어있고, 각 가쉽 라운드 간

격은 모든 공 자에게 동일하며, 최  가쉽 라운드인 R

은 logF(N)로(F는 팬 아웃) 하 다. 통신 로토콜은 

UDP/IP이고, 로세스 고장은 τ= 0.1%, 메시지 손실은 ε

=0.1%로 하 다. 한 질의 노드인 소비자의 크기(G)는 

50~200개로 하 으며, 소비자의 크기와 복 그룹의 수

를 각각 (50, 2), (100, 4), (150, 8), (200, 16)로 나 어 실

험하 다.

체 로세스들  불안 한 상태의 로세스들을 

최  20%에서 최고 50%로 설정하 고, 그림 4에서는 그

것의 평균처리량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a)부터 

4(d)까지 소비자의 크기에 따라 불안 률이 증가하더라

도 공 자와 소비자 간 최신 정보로 된 벡터타임스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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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 한 제안 로토콜은 평균처리량의 변화가 격

하지 않은데 비해 공 자와 소비자 간에 인과 계순서 

정보를 모두 피기백 하여 송하는 기존 로토콜은 불

안 률의 변화에 따른 평균처리량의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안 로토콜에서는 공 자들 간의 인과  메

시지 달 순서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최신 정보만

을 벡터타임스탬 로 송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는 인과  순서에 한 융합 계산에 의한 비용이 상당히 

어든다. 따라서 요구되는 지역 메모리 량과 피기백 되

는 정보가 상당히 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소비자 수에 따른 평균처리량
Fig. 4. Average throughput vs. no. of subscribers

Ⅳ. 관련연구

SENSTRAC[7]에서는 센서네트워크 통신 패러다임을 

그룹 통신의 P/S 패러다임으로 근하여 질의를 주제에 

맵핑하면 응하는 센서네트워크로의 맵핑이 되게 함으

로써 사용자의 근성을 높이고 체 인 P/S 구조를 최

화시키고자 하 다. 

가쉽 통신에 한 창기 연구  하나인 Birman. et. 

al. [8]에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가쉽 기반의 Bimodal 

Multicast 로토콜을 제안하 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IP 멀티캐스트와 같이 베스트-에포트 로토콜을 수행함

으로써 그룹멤버들에게 메시지들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합리 인 확률로 가쉽 기반의 재 송에 의해 

신뢰성을 보장한다.  기존의 역 뷰 연구[10]에서는 역 

뷰에 한 정보나 특정 구조를 설계하지 않고 임의 으

로 구성된 지역 뷰에 기반 한 가쉽 기반 로드캐스트 멤

버쉽 기법을 제안하 다. 즉, 각 그룹멤버는 자신의 지역 

뷰에서 임의 으로 가쉽 타켓을 선택하고, 가쉽 기반으

로 멤버쉽 리를 분산화하기 때문에 완  분산형 멤버

쉽 로토콜이다. 한,  기존의 연구[14]에서는 하나의 그

룹에서 로세스들을 서  그룹으로 나 어 최소 신장 

트리를 추가하여 그룹을 조직화한 후 멀티캐스트를 한다. 

그러나 표자를 선출하여 트리를 추가함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 멀티캐스트는 아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리더를 공 자

로 소비자의 심사에 따라 복될 수 있는 그룹에서 최

신의 인과 계 정보만을 가쉽 기반으로 송하여 인과  

순서 메시지 달 속성을 보장하는 멀티캐스트 로토콜

을 제안하 다. 공 자 기반의 로토콜에서는 심 있

는 정보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빈번한 소비자가 공 자

에 의해 형성된 오버 이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메시

지를 수신할 수 있다. 한 공 자는 참여하는 복 그룹

에 따라 멤버들의 식별자로 표시된 인과  순서를 나타

내는 콘텍스트 그래 와 각 해당 그룹의 최신 값을 콘텍

스트 그래 의 단말노드로 정하여 해당 그룹별 엔트리로 

구성된 벡터테이블을 리한다. 공 자 간에는 콘텍스트 

그래 의 모든 정보를 송수신하지만, 공 자에서 복 

그룹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에게 송할 때에는 해당 그룹

의 최신 정보 배열만을 메시지에 피기백하여 가쉽으로 

통신한다. 제안하는 공 자 기반 로토콜은 네트워크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한 소비자가 아닌 센서 리더에 의해 

인과  메시지 달 순서가 보장되며, 소비자로 송신되

는 모든 메시지는 공 자에 의한 가쉽 통신으로 달됨

을 실험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확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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