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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이 없는 3차원 네트워크 공간에서 통신 범위
내에 무선 링크가 가능한 블록 기반의
균등 분포 무작위 노드 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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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2-dimensional arrangement method of nodes has been used in most of RF (Radio Frequency)
based communication network simulations. However, this method is not useful for the an none-obstacle
3-dimensional space networks in which the propagation delay speed in communication is very slow and,
moreover, the values of performance factors such as the communication speed and the error rate change
on the depth of node. Such a typical example is an underwater communication network. The 2-dimen-
sional arrangement method is also not useful for the RF based network like some WSNs (Wireless
Sensor Networks), IBSs (Intelligent Building Systems), or smart homes, in which the distance between
nodes is short or some of nodes can be arranged overlapping with their different heights in similar pla-
nar location. In such cases, the 2-dimensional network simulation results are highly inaccurate and un-
believable so that they lead to user’s erroneous predictions and judgments. For these reas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place uniformly and randomly communication nodes in 3-dimensional
network space, making the wireless link with neighbor node possible. In this method, based on the com-
munication rage of the node, blocks are generated to construct the 3-dimensional network and a node
per one block is generated and placed within a block area. In this paper, we also introduce an algorithm
based on this method and we show the performance results and evaluations on the average time in a
node generation and arrangement, and the arrangement time and scatter-plotted visualization time of all
nod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m. In addition,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ies is conducte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algorithm,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ing time of the
algorithm wa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nodes to be created, and the average generation time of
one node was between 0.238 and 0.28 us. ultimately, There is no problem even if a simulation network
with a large number of nodes is created, so it can be sufficiently introduced at the time of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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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파 통신은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과 세기로 전파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으며,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 매우 빠른 속도로 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과 속

도 덕분에 전파 통신은 통신 기술에서 가장 많은 부

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의 대부분은 이 전파 통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파 통신은 주파수에 따라 수 미터에서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통신할 수 있어 매우 짧은 

거리부터 굉장히 먼 거리까지 매우 빠르게 통신할 

수 있다[1-3]. 이러한 전파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전

파 통신 시뮬레이션의 경우, 대부분 물리적 네트워크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고려하고 이 환경에 노드들

을 배치하여 실행하는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한 신

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통신 거리가 짧거나 

통신속도가 느린 환경에서 두 노드 사이의 높이 차이

가 무시된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SN (Wireless Sensor Network), IBS (Intelli-

gent Building System) 혹은 스마트홈과 같은 시스

템에 구축되는 네트워크에서 저가형 통신 모듈이 주

가 되어 노드 간의 통신 거리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

는데, 이러한 경우 노드들이 설치된 높이차로 인해 

2차원 노드 배치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

우 실제 환경과 크게 다른 결과 나타날 수 있다[4-5].

특히, 수중 통신의 경우에 수중 노드는 수표면에 

위치하는 해상 부이나 선박과 같은 해상 노드, 수중

에서 이동하는 AUV, 앵커를 이용해 수중에서 적당

한 깊이에 위치시킨 고정된 노드 등 다양한 유형의 

노드들이 존재하는데, 해상 노드 이외의 수중 노드는 

같은 유형의 노드라 하더라도 그 깊이가 대부분 서로 

다르다[6-7]. 이러한 환경에서 수중 음파 통신은 초

당 약 1.5 km 내외의 매우 느린 전파 지연(propaga-

tion delay)을 가지며, 이 속도와 에러율은 시시각각

으로 변하는 수온과 염도 및 기타 수중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8]. 따라서, 수중 음파 통신은 

수신 수중 노드의 깊이에 따라 송신 노드와의 물리적 

거리 차이로 인해 전파 지연이 달라지고 게다가 수중 

환경 또한 다를 수 있어 전파 지연 속도와 에러율 

또한 다르게 되므로 수중 통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은 2차원이 아닌 3차원 노드 배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3차원 공간 배치를 기

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3차원 네

트워크 공간에서 통신 범위 내에 이웃 노드와 무선 

링크가 가능하도록 노드를 무작위로 골고루 배치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절에서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절에서 

노드 배치 방법에 대한 개요 설명 후 4절에서 알고리

즘에 사용되는 개념인 블록의 구조를 소개한다. 다음

으로 5절에서는 블록의 생성 방법을 제안한 다음, 6

절에서 생성된 블록을 가지고 무작위로 노드를 배치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7절에서는 제안한 알고

리즘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시에도 사용하기 적합

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구현한 후 처리시간을 측정

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8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기존의 많은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와 특히, WSN

연구들에서는 ns-2, TOSSIM 등의 범용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툴을 사용하여 개발하려는 프로토콜 혹

은 알고리즘 기술을 평가하거나 혹은 직접 시뮬레이

션 환경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구축하고 

평가해왔다. [9]에서는 큐롬 기반 이웃 노드 탐색프

로토콜 스케줄링 기법을 TOSSIM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100*100 m 실험 환경에서 50개의 센서 노

드를 임의로 배치한 랜덤 토폴로지를 구성하여 평가

하였고, [10]에서는 TOSSIM을 최대 100 × 100 m

크기의 네트워크에서 100개의 노드를 3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노드 배치 방법으로 배치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평가하였다. ns-2를 사

용한 연구로는 [11]에서 WSN에서 지역-중앙 클러

스터 라우팅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100 × 100

m 크기의 네트워크에서 100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시

뮬레이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과 대부

분의 많은 전파 통신 기반 연구들은 2차원 노드 배치 

기반의 통신 및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왔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송수신 노드의 높이나 깊

이 차이로 인해 통신 거리와 통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통신속도와 에러율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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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성능 요인에 영향을 끼치는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

서는 이러한 2차원 노드 배치 기반의 시뮬레이션으

로는 성능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3차원 네트워크에서 노드 무작위 배치 방법에 관

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연구만

이 진행되어온 상태이다.

극소수의 연구 중 하나로서 [12]에서는 노드 사이

의 거리 측정 방법 및 장치와 함께 저차원 공간에 

배치된 네트워크를 고차원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방

법이 제안되어 있다.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 노드와 

노드 사이의 거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

만,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차원 공

간에 배치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통신 기술을 시뮬

레이션하기 위한 무작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

드 배치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본 연구와는 목적과 

적용 분야가 다르다. [13]에서는 감시 정찰 센서 네트

워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에서 노

드 배치 장치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센서의 탐지거리와 통신 거리를 비롯하여 식생, 기

상, 노드 배치 환경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들을 가중

치로 만들어 노드를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생

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특정 센서를 이용

하는 감시 정찰 센서 네트워크에만 적용되며 지표면 

노드와 지상 노드로 구성된 2계층 네트워크에만 적

용되어 아주 제한적인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있다.

[14]에서는 수중이나 우주통신과 같은 넓은 공간

에서의 통신은 3차원적인 해결 시도가 필요함을 언

급하며 공간 내의 노드들의 최단연결을 위한 3차원 

유클리드 최소신장 트리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

서는 3차원 통신 기술 검증을 위해 단순히 생성될 

수 있는 x, y 축의 범위를 정하고 x, y축의 범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범위 내에 무작위로 노드를 배치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당 방식은 정해진 알고리

즘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 노드를 무작위로 배치하기 

때문에 통신 거리 밖에 노드가 생성되어 연결이 안 

되는 노드가 생성되거나 특정 범위 내에 노드가 밀집

되어 생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15]에서는 셀룰러 네트워크에서는 점점 셀의 크

기를 줄여가며 나노 혹은 피코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작은 셀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x, y축에 더하여 높이, z 축

을 포함한 3차원의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을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각형 메쉬 레이어

를 기반으로한 3차원 피코 셀룰러 네트워크에 제안

하고 있다.

[16]에서는 3차원 네트워크에서 연결성과 커버리

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연

구에서는 노드의 탐지 범위와 통신 범위로 만들어진 

셀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노드 수로 3차원 공간 내에 

최대의 커버리지와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때 노드가 항상 고정된 위치에 배치되

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무작위로 노드를 배치하는 방

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당 방법은 무작위로 k 개의 

노드를 배치하였을 때 k 개의 노드들의 탐지 범위로 

이루어진 k-커버리지를 제안하고 k-coverage를 통

해 3차원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커버리지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는 시뮬레이션용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닌 

WSN에서 최대의 커버리지와 연결성을 확보하는 네

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k-coverage에 대한 

계산식만 제시되어 있을 뿐 노드의 무작위 배치 방법

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3. 노드 배치 방법 개요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를 생성할 때 노드들

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생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드

들이 생성될 때 너무 거리가 멀면 통신 거리보다 먼 

거리를 갖는 노드들이 생성되어 통신이 불가능한 네

트워크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

크 내의 모든 노드가 근접하여 네트워크의 모든 공간

이 노드로 가득 차거나 특정 구역에만 노드가 몰려 

생성되어 실제 환경과 동떨어지거나 노드 거리가 지

나치게 많게 되어 설치,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에서 

비용상 비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뮬레이션 네트워

크의 배치는 한 노드의 통신 범위 내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노드가 존재하여 링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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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노드 배치 알고리즘은 블록이란 개념을 사용

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차원의 물리적 네트

워크 공간은 통신 가능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된 블록

들로 Fig. 1과 같이 구성한다. 이 그림에서 8면체

(NAA라 함)를 포함하는 작은 정육면체들은 각각 블

록을 나타내며 Fig. 1은 이 블록들로 3차원 네트워크 

공간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각 블록은 내부에 

작은 8면체(NAA)를 포함하는데, 이 8면체(NAA)는 

일정한 통신 거리 이상을 유지하면서 통신 범위 내의 

노드가 배치되도록 도입한 가상입체이다. 노드 배치 

절차를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통신이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배치하는 

블록을 생성한 후,

단계 2. 그 블록의 8면체(NAA)를 이용하여 이웃 

블록에 존재할 수 있는 노드와 통신 거리 범위 내에 

있도록 노드 한 개를 이 블록 내부에 무작위 위치로 

생성하고 배치한 다음,

단계 3. 이 블록을 네트워크가 가득 찰 때까지 채

워 넣는다.

블록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한 개가 생성될 수 

있는 사실상, 가상 영역으로 한 블록 내에는 오로지 

한 개의 노드만 존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노드들은 

네트워크의 한 영역에 몰려 생성될 수 없으며 적당한 

거리 범위를 유지하면서 생성될 수 있다. 블록 구조

와 생성 그리고 배치에 관한 상세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4절, 5절, 6절에서 각각 소개된다.

4. 블록 구조

블록의 구조는 Fig. 2와 같이 두 영역으로 구성된

다. Fig. 2 (a)의 블록은 제안하려는 노드 배치 알고리

즘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3차원 네트워크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영역으로 Fig. 2 (b)에서 보이는 노드 

할당 영역인 NAA (Node Allocation Area)와 Fig.

2 (c)에서 보이는 빈 영역으로 구성된다. 블록의 크기

는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되는 통신 매체의 통신 거리

와 노드가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인 NAA의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Fig. 2 (a), (b), (c)에서 위에 있는 그

림들은 불록, NAA, 빈 영역을 모두 3차원으로 표현

한 것이고 아래 그림들은 이들을 평면(plane)으로 각

각 사상(projection)한 것이다.

NAA는 블록 영역 내에서 노드가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이다. 블록이 노드를 생성할 때 노드가 항상 중

앙에 생성되면 매번 같은 네트워크를 생성하게 되고,

Fig. 1. Node placement using blocks.

Fig. 2. 3D block structure and its X-Y, Y-Z, and 

Z-X plane projections. (a) 3D block struc-

ture (the top) and its plane projection (the 

bottom), (b) 3D NAA(Node Allocate Area) 

(the top) and its plane projection (the bot-

tom), and (c) 3D empty area (the top) and 

its plane projection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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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 내에 무작위로 생성하게 

된다면 두 블록이 맞닿는 지점에 노드들이 생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 내

에 노드가 생성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여 생성되는 

시뮬레이션 네트워크가 무작위성을 가지게 하며 균

등하게 노드가 분포될 수 있도록 한다. NAA의 크기

는 네트워크의 시뮬레이션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조

절한다.

빈 영역은 블록 영역에서 노드 영역을 제외한 공

간으로 노드가 생성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빈 영역

은 노드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블록과 블록 사이에 

생성된 노드들이 빈 영역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근접한 모든 블록 영역에 생

성된 노드들이 최대통신 거리 내에 배치되고 링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5. 블록 생성 절차

블록의 생성 절차는 사용자가 시뮬레이션 네트워

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NAA의 크기를 정하면서 

시작된다.

NAA는 Fig. 3의 왼쪽 그림과 같이 정팔면체의 형

태로 형성된다. NAA를 블록의 정 중앙에 위치시키고

X-Y, Y-Z, Z-X 평면 중 어떤 평면으로든 사상시켰

을 때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Fig. 3의 오른쪽 그림처

럼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동일하게 사상되는데,

NAA의 크기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에 의해 결

정된다(사실상, 이 대각선의 길이는 NAA를 높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NAA의 크기는 NAA의 높이이다).

NAA의 크기가 결정되면 블록 영역의 크기를 결

정한다. 블록 영역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블록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우선 Fig. 4와 같은 

NAA의 크기가 하나의 노드만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가정해보자. Fig. 4에서 (a)는 네트워크의 3차원 블록

과 노드들을 나타낸 그림이고 (b)는 이해를 돕기 위

해 해당 네트워크에 생성·배치된 노드들만을 그린 

그림이다. 이 네트워크에 블록 A와 A의 오른쪽 아래

에 이웃한 블록 B, A와 대각선 위치에 있는 C 그리고 

A의 우측에 이웃한 블록 D가 존재하고 각 블록의 

중심에 NAA가 하나의 노드만 포함하므로 노드 a,

b, c, d가 생성되었다고 하자. Fig. 4의 (b)와 같이 

이 a, b, c를 3점으로 하는 평면 ∆와 ∆를 그려

보면 서로 한 면을 맞대고 있는 블록 B와 C의 중점을 

이은 를 볼 수 있다. 이 는 블록의 한 변의 길이와 

같으므로 의 길이를 구한다면 블록 영역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블록 A에서 가장 먼 노드는 대각선 위치에 있는 

C이다. 따라서 이들의 중점인 노드 a와 c 사이의 거

리 가 통신 매체의 최대통신 거리가 되어야 한다

(는 6절에서 제안한 3D_Node_Allocation 알고리

즘의 입력 파라미터로서 시뮬레이션 사용자가 제시

한다.).

평면 ∆는 직각삼각형이므로 의 길이를 안다

면 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의 길이는 평면 ∆
를 이용하면   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 3을 구할 수 있다.

⋅ (∵ 

 


 


 


) (1)

식 1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 2를 통해 의 

길이를 유도할 수 있다.

   ⋅    ⋅ (2)Fig. 3. NAA structure and its plane projection.

(a) (b)

Fig. 4. Node placements of the neighbor blocks of the 

block A, where NAA includes only one node. (a) 

neighbor blocks of the block A and (b) the cen-

ters, a, b, c, and d, of block A, B,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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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는 통신 매체의 최대통신 거리 는 블록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블록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통신매체의최대통신거리
  블록의한변의길이 (3)
 블록의크기

이번엔 NAA의 크기가 두 개 이상의 노드가 존재 

가능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Fig. 5는 대각선상에 존

재하는 세 블록 A, B에 대한 그림으로 Fig. 5의 (a)는 

이웃한 세 블록 A, B, C를 3차원 공간에 나타낸 그림

이고 점 a, b, c의 위치에 노드가 생성되었다고 가정

한다. ′ , ′는 각각 블록 B와 C의 중점이다. Fig. 5의 

(b)는 B와 C 블록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다. Fig.

5의 (c)는 ′′를 구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림이다. 앞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과 ′ 사이의 거리

는 블록의 한 변의 길이와 같으므로 ′′의 길이를 

구한다면 블록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이 A, B 두 블록만 있는 상황에서 두 블록 

사이에 가장 멀리 노드가 생성되는 경우는 그림의 

a와 b의 위치에 노드가 생성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의 길이가 최대통신 거리가 되어야 하

며 식 2에 따라 의 길이는  


가 된다.

이때 (b)와 같이 ′과 ′에서 에 직각이 되는 선을 

그었을 때 이들이 만나는 점을 각각 b’‘과 c’‘이라고 

하자. ′′과 ′′의 길이 만큼을 뺀 ′′′′의 길이를 구

하면 ′′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Fig. 5의 (c)와 같이 B블록의 NAA에 중점 ′ ,
NAA의 아래 모서리인 h,  중점인 j로 만들어진 

평면 ∆′를 고려하자. 이때 점 b는 의 중점에 놓

이게 되며 이 점 b로부터 ′로 직각이 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m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점 m을 ′에 직각이 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인 n과 선분 을 구할 수 있다. 이 의 

길이는 ′′ , ′′와 같으므로 의 길이를 구한다면 

블록의 한 변의 길이인 ′′를 계산할 수 있다.

NAA의 크기를 라 할 때 ′의 길이는



이고 평면 ∆′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피타고

라스의 정리에 의해 ′의 길이는 


가 된다.

이때 m은 ′의 중점이므로 ′의 길이는 



가 된다. 이때 평면 ∆′은 지각 이등변 삼각형이므

로 의 길이는 


가 된다.

따라서 블록의 한 변의 길이인 ′′는 다음과 같은 

식 4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  ″ ＝′′   
＝′′ 





(4)

∴ ′′
통신매체의최대통신거리





6. 노드 배치 알고리즘

노드 배치 알고리즘은 Algorithm. 1과 같은 절차

에 따라 생성된다. 우선 알고리즘은 실행하기 위해 

(a) (b) (c)

Fig. 5. Node placements of the Neighboring blocks A and B, without NAA. (a) Neighboring blocks A and B, (b) top 

view of blocks b and c, and (c) points to calculate , a, a’, b, c, d and e, of block A’s 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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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정보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이때 네

트워크의 정보에는 네트워크의 크기(Net_side), 매

체의 최대통신 거리(Media_range), NAA_Size가 포

함되어야 한다. 그 후 알고리즘의 2번 라인과 같이 

식 4를 이용하여 블록의 한 변의 크기를 계산한다.

그 후 x, y, z축으로 현재 블록의 위치를 비교하여 

네트워크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노드를 생성하게 된

다. 노드 생성 절차는 알고리즘의 6～22번 라인과 같

이 진행된다. 노드는 x, y, z 순서로 좌표를 생성하여 

생성하며, 알고리즘의 6번 라인과 같이 NAA 내에서 

x 좌표를 생성한다. 그 후 알고리즘의 7～11번 라인

과 같이 생성된 x 좌표에서 생성 가능한 y 값의 범위

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12번 라인과 같이 

y 좌표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13～17번 

라인과 같이 y와 같은 방식으로 z 좌표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노드의 (x, y, z) 좌표는 알고리즘

의 19～21번 라인과 같이 현재 블록의 원점 좌표인 

(bl_x, bl_y, bl_z)와 더해져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위

치가 결정된다.

7. 알고리즘 구현과 성능평가

이 절에서는 3차원 공간에서 통신 범위 내에 링크

가 가능한 균등 분포를 갖는 무작위 노드 배치 방법

에 대한 6절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구현된 코드를 

중심으로 3차원 네트워크 크기와 통신 범위에 따라 

측정한 성능을 제시한다.

7.1 구현과 성능평가 프로세스

6절에서 제시한 3D_Node_Allocation 알고리즘의 

Algorithm 1. 3D Node Allocation Algorithm.

1 3D_Node_Allocation(Net_side, Media_range, NAA_Size)

2 Block_side ← 

* Media_range -



3 For bl_x ← 0 to Net_side
4 For bl_x ← 0 to Net_side
5 For bl_x ← 0 to Net_side
6 x ← rand(-(NAA / 2), NAA / 2)
7 If x > 0 then
8 range_of_y ← NAA - x
9 Else
10 range_of_y ← NAA + x
11 End If
12 y ← rand(-range_of_y, range_of_y)
13 If y > 0 then
14 range_of_z ← range_of_y – y
15 Else
16 range_of_z ← range_of_y + y
17 End If
18 z ← rand(-range_of_z, range_of_z)
19 x ← bl_x + (Block_side / 2) + x
20 y ← bl_y + (Block_side / 2) + y
21 z ← bl_z + (Block_side / 2) + z
22 bl_z ← bl_z + Block_side
23 End for
24 bl_y ← bl_y + Block_side
25 End If
26 bl_x ← bl_x + Block_side
27 End If

* Net_side (length of one side of the network), Media_range (Node's communication range), NAA (Node allocate
area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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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과 성능평가는 Fig. 6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우선 C 언어로 구현된 노드 배치 시뮬레이터에서 노

드를 생성한 후 생성된 노드들의 좌표를 CSV(Com-

ma Separation Value) 파일로 저장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CSV 파일은 python으로 구현한 네트워크 시

각화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노드 위치를 3D 산점

도로 표현하였다.

노드를 생성하여 3차원으로 배치하고 CSV 파일

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통신 범위와 네트워크의 크기

에 따라 노드 한 개의 위치를 생성·배치하는데 소요

(처리)되는 평균 시간과 이 시간과 함께 노드 생성 

위치를 CSV 파일에 저장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시간을 측정했다. 또한, 노드의 개수에 따라 CSV에 

저장된 노드의 위치 데이터를 가시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7.2 노드 생성·배치 평균 시간

네트워크의 크기와 통신 범위가 3차원 노드 배치 

알고리즘의 노드 생성·배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의 크기와 통신 범위에 

따른 노드 생성·배치에 대한 평균 시간을 측정했다.

Fig. 7의 (a)와 (b)는 각각 통신 범위와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노드 한 개의 생성·배치에 소요된 평균 

처리시간으로 통신 범위와 네트워크 크기와는 무관

하게 모두 0.238～0.28 us 사이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노드 개수에 따른 전체 노드의 평균 생성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CASE 1은 노드들의 

생성·배치와 CSV 파일에 노드의 좌표를 저장하는 

시간을 측정한 평균 시간을, CASE 2는 노드의 생성·

배치만 측정한 평균 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CASE

1과 CASE 2에서 두 그래프 간의 간격은 노드의 개수

가 주어질 때 파일에 노드의 좌표를 CSV 파일에 저

장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 결과로서 Fig. 8은 노드 개수의 증가에 따라 

노드 생성·배치 시간이 증가하고 파일 저장에 걸리는 

시간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체 

노드 생성 시간은 통신 범위에 영향받지 않고 생성하

려는 노드의 개수에 영향을 받으며, 노드 개수가 증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성된 노드들의 정보를 담는 

CSV 파일의 처리 속도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네트워크 공간의 물리적 크기가 작더

라도 노드의 통신 범위가 작으면 생성되는 노드의 개

수가 늘어나므로 노드의 생성·배치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네트워크의 물리적 크기가 크더라도 노드의 통

신 범위가 크면 생성되는 노드의 개수가 감소하여 노

드의 생성·배치 시간이 감소함을 유추할 수 있다.

7.3 노드 시각화 처리시간

Fig. 9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CSV 파일을 읽고 

노드 위치에 따라 산점도 분포로 모든 노드를 가시화

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는 CSV

파일로 생성된 노드들을 시각화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 또한 노드의 수에 비례함을 보여준다.

한편, Fig. 10는 노드의 개수에 따라 생성된 노드

들을 산점도로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Fig. 10 (a)는 

생성된 노드 분포가 특정 영역에 집중됨이 없이 무작

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단, 노드의 

개수가 많은 그래프에서 노드들이 집중되어 보이는 

것은 3차원으로 분포된 노드들을 2차원으로 보여주

는 과정에서 겹쳐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집중된 것

은 아니며 Fig. 10 (b)는 이에 대한 예를 보여준다.

Fig. 6. Process for the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3D Node Allocation algorithm.



(a)

(b)
Fig. 7. Average processing time for the generation and 3D placement of a node. (a) average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media range and (b) average processing time according to network size.

Fig. 8. Duration time for generating and placing all the nod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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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분석

성능측정을 해본 결과로 제안된 알고리즘은 많은 

수의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라도 노드 한 개당 0.238

～0.28 us로 짧은 시간 내에 생성해 낼 수 있으며 생성

된 노드들을 시각화할 때도 1.08초에 166,375개의 노드

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특정 

라우팅 알고리즘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거나 네트

워크 기술에 대한 라이프타임 측정과 같이 새로 연구

되는 통신 기술의 성능측정 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이 필요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다수의 무작위 네트

워크를 짧은 시간 내에 생성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8. 결  론

본 논문은 3차원 공간에서 통신 범위 내에 링크가 

가능한 균등 분포를 갖는 무작위 노드 배치 방법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과 알

고리즘은 노드의 3차원 공간 배치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과 네트워크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에 매

우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며, 2차원의 노드 배치만 고

려하는 시뮬레이션의 결과 때문에 발생 가능한 성능 

결과와 예측에 대한 부정확성과 불신의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은, 또한, 제안된 

방법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노드의 통신 범위와 네

트워크의 크기에 따라 노드의 생성·배치에 걸리는 

Fig. 9. Visualization ti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a) (b)
Fig. 10. Scatter plotted visualization’s of all generated and placed nodes. (a) Scatter plotted visualiz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and (b) An enlarged scatter plot of the uniformly randomly generated and placed nodes 

within a particular area.



141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10호(2022. 10)

시간과 노드 개수에 따라 전체 노드를 생성·배치하

는데 걸리는 시간과 시각화에 걸리는 시간을 각각 

직접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노드 한 개

를 생성·배치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노드의 

통신 범위와 네트워크 크기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노드 생성 시간과 시각화 시간은 전체 

노드의 개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노드의 생성·배치와 시각화

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추후 연구로서 수중 통신 환

경과 같이 기본적으로 통신속도가 느리고 깊이에 따

라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 통신속도와 에러율에 영향

을 크게 미치는 3차원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네트워

크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3차원 노드 배치 알고리

즘에 기반한 라우팅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자 한다. 또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확장 연구로

서 통신 거리. 전송 속도, 에러율 등의 성능에서 서로 

다른 성능을 갖는 다수의 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임의

의 두 노드 사이에서 여러 매체 통신을 이용하여 통

신이 연결될 수 하도록 하는 3차원 네트워크 공간에 

노드를 배치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

다. 또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통

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요소와 장애물이 배

제되었는데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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