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N은 센서 노드 자체의 라우팅 기능을 이용하여 센서 노드들이 배

치된 센서 필드에서 감지한 측정값을 외부 망과 연결하는 Sink 노드로 

전송하는 특수한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WSN은 수많은 센서 노드들이 

미리 결정된 형태 없이 배치될 수 있고 근접한 센서 노드들이 유사한 정

보들을 감지하는 특성에 의해 임의의 센서 노드들의 동작이 실패하거나 

기능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 전체적인 동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무선 매체의 저속, 오류가 심한 전송 특성 

및 제한된 전원 공급, 센서 노드의 임의 배치로 교체 불가능 등의 문제

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프로토콜은 

에너지 소비를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시켜 전체적 시스템의 수명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센서 네트워크의 동적인 변화의 빠르

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2].

  일반적으로 WSN의 라우팅은 네트워크 구조에 의하여 분류하면 [그림 

1]과 같이 평면 (flat-based) routing, 계층적 (hierarchical-based) 

routing, 위치 기반 (location-based) routing로 나눌 수 있다[3]. 평

면 라우팅은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며 모든 노드들이 



동등하게 라우팅에 참여할 수 있고 멀티 홉 라우팅을 특징으로 한다. 반

면에, 계층적 라우팅은 네트워크를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영

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영역 내 특정노드에 헤더 역할을 부여하여 라우

팅을 수행하도록 한다[2]. 또한 위치기반 라우팅 기법은 센서 노드의 위

치를 네트워크의 경로 설정 데이터로 활용한다[3]. WBAN은 WSN과 

다르게 좁은 지역에서 Sink 노드 역할의 Coordinator를 중심으로 하여 

수개에서 수십 개의 센서 노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WBAN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센서노드들을 효율적으로 관

리 하는데 유용한 계층적 라우팅 기법이나, 위치기반 라우팅 기법 보다

는 평면 라우팅 기법이 적합하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평면 라우팅 기

법의 대표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인 Directed Diffusion, SPIN, EAR에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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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lgorithm to set routing table in EABR
























그림 12 Network stac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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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BR: Environment Adaptive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Rou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