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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저전력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들의 자원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 간

노드 사이에의 효율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한

다. 

 

 

 

2. 주요 내용 요약  

 

현재 제안된 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AODV) 기반의 멀티 홉 라우팅 프

로토콜들 중 효율적인 공통 기능들을 중심으로 저전력 무선 센서 노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3.1 적용 산업 분야  

 

본 표준은 ID 기반 무선 네트워킹 분야 에 적용 가능하다 

 

3.2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ID 기반 저전력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멀티홉 통신 기법을 정의함으

로써, 센싱 기능을 탑재한 무선 저전력 노드들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프로토

콜을 제시하여제시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적용성이 높은 실내 환경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라우팅를 위해 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제 표준(권고)  

 

- 해당 사항 없음 

 

4.2 국내 표준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본문 서술용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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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없음 

 

4.3 기타 

 

- 해당 사항 없음 

 

 

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해당 사항 없음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 해당 사항 없음  

 

 

 

6.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본 표준의 '지적 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 인증 관련사항  

 

7.1 적합 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 표준 제정 여부(해당 시험 표준 번호)  

 

- 해당 사항 없음 

-  

 

 

8. 표준의 이력  

 

판 수 제·/개정일 제·․개정 내역 

서식 있음: 들여쓰기: 왼쪽:  0.32
cm, 글머리 기호 + 수준:1 + 맞춤
위치: 0.71 cm + 탭 간격:  1.34
cm + 들여쓰기 위치: 1.34 cm,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허용, 단어 잘림 허용, 한글과 영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지 않음,
한글과 숫자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지 않음, 탭:  2.7 글자, 탭
목록 +  3.8 글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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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s 

 

This standard defines an ID-based on-demand distance vector routing protocol 

considering low power wireless sensor nodes.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fines a new ID-based routing protocol for sensor nodes to 

exchange data through multi-hop communications. The routing protocol is designed in 

terms of on-demand distance vector and characteristics of low power sensor nodes.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is applied to ID-based wireless networking.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Nothing is referredNone. 

 

4.2 Domestic Standards  

 

- None. 

 

- Nothing is referred 

 

4.3 Other references 

 

- None. 

 

서식 있음: 글머리 기호 + 수준:1 +
맞춤 위치: 0.71 cm + 탭 간격: 
1.34 cm + 들여쓰기 위치: 1.34
cm

서식 있음: 들여쓰기: 왼쪽:  0 cm,
첫 줄:  0 cm

서식 있음:  글머리 기호 또는 번호
없이

서식 있음: 들여쓰기: 왼쪽:  0 cm,
첫 줄:  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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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is referred 

 

 

5. The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 This Standards using terminologies defined in MRFS-6-02-R1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 None. 

 

- Nothing is referred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 Nothing is specified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22010.12.23.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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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센서노드센서 노드를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Routing Protocol for Low-power Wireless Sensor Nodes 

 

1. 개요 

 

현재 IEEE 802.15.4의 메쉬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기존 

제안된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AODV)를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IEEE 802.15.4 네트워크와 노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AODV의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을 제거하거나 축소한 형태를 보일 뿐이다. 그러나, 본 

표준에서는 센서노드센서 노드들 간의 멀티홉 라우팅에 최적화하기 위해 현재 제안되고 

있는 여러 AODV 기반의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들의 공통 기능들만으로 최적화 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홉수홉 수가 아니면 IEEE 802.15.4

의 Link Quality Indicator(LQI) 값을 라우팅메트릭으로 하는 것에 비해, 본 제안 프로토

콜은 홉수홉 수 및 LQI(Link Quality Indicator)값을 혼용하여 메트릭으로 사용하여 센서 노

드간의 잦은 연결성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최적 라우팅 및 경로 설정에 

있어 개선된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을 갖는 센서 노드들을 위한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

콜을 이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은 IEEE 802.15.4를 기반으로 구성된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들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3. 정의  

 

3.1 용어 정의  

 

해당 사항 없음 

 

 

 

서식 있음: 수준 1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글꼴: 10 pt

서식 있음: 수준 1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본문 서술용

서식 있음: 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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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4. 프로토콜 개요 

 

본 프로토콜은 링크의 단절을 탐지하기 위해서 하위 계층에서 LLN((Link Layer 

Notification) 을 사용하고, 목적지에서만 RREP(Route Response)  메시지를 이용하여 응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AODV의 Local Repair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며, RREQ(Route 

Request) 재전송을 위한 타이머와 불필요한 RREP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RREP Delay 타

이머, 사용하지 않는 라우팅 엔트리 삭제를 위한 타이머를 사용하였다. 아래 <표 4-1>

은 본 프로토콜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 4- 1> 프로토콜 기능의 특성 

기 능 내 용 

사용 메시지 타입 Message Type RREQ, RREP, RERR 

링크 단절 탐지 LLN 

RREP 메시지 생성 노드 Destination 

Local Repair 사용하지 않음 

사용 타이머 재전송 Timer, RREP 타이머, 라우팅 타이머 

라우팅 메트릭 Routing Metric Minimum LQI + Hop Count 

Address Size 2 or 8 

 

본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라우팅 메트릭은 Mimum LQI와 Hop Count를 같이 활용하여 

사용한다. 라우팅 메트릭에 대한 설명은 7장에서 1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라우팅 프로

토콜에서 사용하는 주소 크기는 IEEE 802.15.4에서 정의한 2 Byte short 주소 또는 8 

Byte 주소가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5 데이터 구조 

 

5.1 라우팅 메시세지 

 

본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는 RREQ, RREP, RERR(Route Error)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며된다., 송신지에서 목적지로의 경로를 요청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RREQ 메시지

는 다음의 <표 5-1 2>과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며 메시지 형식은 [(그림 5- 1)]과 같

다.  경로 요청에 대한 응답 용도로 사용되는 RREP 메시지는 <표 5-23>과 같은 항목

들로 구성되며, 메시지 형식은 [(그림 5- 2)]와 같다. 

 

<표 5-1 2> RREQ 메시지 항목 구성 

항 목 크기(Byte) 용 도 

Msg_Type 1 메시지 종류를 표시함(0x0a: RREQ) 

서식 있음: 수준 1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수준 1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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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Len 1 메시지의 총 길이를 표시함 

TTL 1 
Time To Live, 최대 홉수홉 수 (노드 경유시경유 시 1씩 감

소) 

LQI 1 IEEE 802.15.4에 기술된 LQI(Link Quality Indicator)값 

Target.Addr.Type 1 
0x02 = 2 byte 단축주소단축 주소 

0x03 = 8 byte 확장주소확장 주소 

Target.Addr 2/8 목적지 주소 

Orign.Addr.Type 1 
0x02 = 2 byte 단축주소단축 주소 

0x03 = 8 byte 확장주소확장 주소 

Orign.Addr 2/8 송신지 주소 

Orign.Seq 2 가장 최근 수신한 목적지 노드의 순서번호순서 번호 

Orign.HopCnt 1 경유한 노드의 홉수홉 수 

 

[(그림  5-1)] RREQ 메시지 형식 

<표 5-2 3> RREP 메시지 항목 구성 

항 목 크기(Byte) 용 도 

Msg_Type 1 메시지 종류를 표시함(0x0b:RREP) 

Len 1 메시지의 총 길이를 표시함 

TTL 1 
Time To Live, 최대 홉수홉 수 (노드 경유시경유 시 1씩 감

소) 

LQI 1 IEEE 802.15.4에 기술된 LQI값 

Target.Addr.Type 1 
0x02 = 2 byte 단축주소단축 주소 

0x03 = 8 byte 확장주소확장 주소 

Target.Addr 2/8 목적지 주소 

Orign.Addr.Type 1 
0x02 = 2 byte 단축주소단축 주소 

0x03 = 8 byte 확장주소확장 주소 

Orign.Addr 2/8 송신지 주소 

Orign.Seq 2 메시지 일련번호일련 번호 

Orign.HopCnt 1 경유한 노드의 홉수홉 수 

 

서식 있음: 왼쪽

서식 있음: 왼쪽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S.KO-xx.xxxx10.0384 - 4 -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그림 5- 2)] RREP 메시지 형식 

 

 

각 메시지 필드 상위의 숫자는 필드의 크기(byte 단위)를 나타내며 메시지의 각 주소 필

드에 '2/8'로 나타낸 것은 IEEE 802.15.4 표준에서 Short Address를 사용할 경우에는 2

바이트 길이를 사용하고, Long Address (EUI-64)를 사용할 경우에는 8바이트 길이를 사

용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표 5-3 4>는 경로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용되는 RERR 메시지의 구성을 나

타내며, 메시지 형식은 [(그림 5-3)]과 같다.  

 

<표 5-34>> RERR 메시지 항목 구성 

항 목 크기(Byte) 용 도 

Msg_Type 1 메시지 종류를 표시함(0x0c:RRER) 

Len 1 메시지의 총 길이를 표시함 

TTL 1 
Time To Live, 최대 홉수홉 수 (노드 경유시경유 시 1씩 감

소) 

LQI 1 IEEE 802.15.4에 기술된 LQI(Link Quality Indicator)값 

Target.Addr.Type 1 
0x02 = 2 byte 단축주소단축 주소 

0x03 = 8 byte 확장주소확장 주소 

Target.Addr 2/8 목적지 주소 

Target.Seq 2 메시지 일련번호일련 번호 

Target.HopCnt 1 목적지 노드까지의 홉수홉 수 

 

 

[(그림 5- 3)] RRER 메시지 형식 

 

 

5.2 라우팅 테이블 

 

본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내부에서 현재까지 탐색한 목적지들의 경로를 저장하는 라우

팅 테이블을 <표 5-4 5> 와 같다. 

 

<표5-4 5> 라우팅 테이블 구성 

항 목 크기(Byte) 용 도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왼쪽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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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Addr 8 목적지 주소 

NextHop 8 목적지까지의 경로 상의 다음 노드 주소 

SeqNum 2 가장 최근 수신한 목적지 노드의 순서번호순서 번호 

HopCnt 1 목적지까지의 Hop 개수 

LQI 1 경로의 Minimum LQI 

Flag 1 ROUTE_BROKEN, ROUTE_EMPTY 등의 Flag 필드 

 

각 테이블 필드들은 <표 5-4 5>와 같이 구성되며, 현재 설계에서는 각 노드 당 최대 10

개의 테이블 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다. AODV와 유사하게 목적지가 탐색된 각 경로 엔트

리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단절된 엔트리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후 삭

제 되도록 설계되었다. 

 

 

6 프로토콜 절차 

 

6.1 이웃노드이웃 노드 탐색 및 링크 단절 탐지 

 

이웃 노드 탐색은 IEEE 802.15.4의 ACK를 활용한 LLN(Link Layer Notification) 정보를 

활용한다. 이는 링크단절링크 단절 탐지에도 이용된다. 

 

 

6.2 경로 탐색 

 

6.2.1 경로 요청 

 

데이터를 송신할 센서노드센서 노드(송신자)는 그 데이터를 최종단계에서 수신할 센서노

드센서 노드(수신자)까지의 라우팅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RREQ 메시지를 생성하여 자

신의 이웃노드이웃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 한다. RREQ를 수신한 이웃 센서노드센서 

노드들은 RREQ를 송신한 센서 노드의 ID 및 라우팅 메트릭을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하

고, RREQ의 HopCnt를 1 증가시켜 자신의 이웃 노드들에게 재 브도르캐스트 한다. 

 

같은 Seq를 가진 동일 RREQ를 다른 이웃노드이웃 노드로부터 수신하였을 경우, 

HopCnt가 이전 수신한 RREQ의 HopCnt보다 작으면, 라우팅테이블에 그 정보를 갱신하

여 재 브로드캐스트 하고, 이전 HopCnt보다 크면, 그 RREQ메시지는 폐기된다. 

 

6.2.2 경로 응답 

 

RREQ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RREP메시지를 6.2.1절 경로 요청단계에서 학습된 역경로 

정보(RREQ를 송신했던 이웃노드이웃 노드 ID)로 유니캐스트 한다. 결국, 그 RREP 메시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수준 1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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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지는 송신자에게 까지 유니캐스트 된다. 이때, RREP 메시지를 받는 센서노드센서 노드

들은 그 메시지를 송신한 이웃노드이웃 노드의 ID를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함으로써 송

신자로부터 수신자까지 정방향 경로가 설정된다. 

 

 

6.3 경로 재탐색 및 복구 

 

라우팅 경로상의 링크단절링크 단절을 감지한 센서 노드들은 RRER 메시지를 송신자로 

전송하여 경로 오류를 보고한다. RRER 메시지를 받는 센서 노드들은 라우팅테이블에서 

그 정로 정보를 삭제한다. RRER 메시지를 받은 송신자는 RREQ/RREP 과정을 통해 다

른 경로를 탐색한다. 

 

 

7 라우팅 알고리즘 

 

7.1 라우팅 메트릭 

 

본 라우팅 프로토콜은 다음 2개 매트릭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 홉(Hop) 수 

- LQI (Link Quality Indicator) 

 

홉 수는 데이터 혹은 메시지 패킷이 경유하는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며, LQI는 IEEE 

802.15.4에서 패킷 수신시 수신 신호 세기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의 

값을 1바이트 수치로 정량화한 값을 의미한다. LQI는 수신 감도가 좋을수록 높은 값을 

갖얻는다. 실 측정 시에는 보통 50 – 120 사이의 값을 갖는다얻는다. 홉 수만을 혹은 

LQI 값만을 기반으로 라우팅 매트릭을 설정할 경우, 네트워크의 위상에 따라 불안정한 

동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LQI의 값을 혼합하여 함께 매트릭으로 활용한다. 

 

 

7.2 홉 수를 고려한 최소 LQI 라우팅 알고리즘 

 

7.2.1 최소 LQI 라우팅 알고리즘 

 

우선, 기본적인 알고리즘 방법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 여러 경로들이 존재 할 경우, 각

각 경로상 존재하는 LQI값들 중에서 최소값들을 비교해서 가장 큰 LQI 값을 가진 경로

를 라우팅 경로로써 설정하는 기법이다. 

 

7.2.2 홉 수 기반 최소 LQI 판별법 및 라우팅 기법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수준 1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수준 2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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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최소 LQI 라우팅 기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드의 경유 및 라우팅 루프(Loop)제거 하기 

위해 홉 수를 함께 라우팅 매트릭으로 활용한다. 우선, LQI 값의 유사성 판단하는 기준

은 아래와 같다. 

 

실측 최대 LQI 값에 대한 백분율 값(ρLQI_DIFF)을 정의하여 둘 이상의 경로상에 나타난 최

소 LQI의 값의 차이가 LQImax • ρLQI_DIFF 값 보다 작을 경우, 그 경로들의 LQI 값이 유사

하다고 판단한다. 

 

LQI 값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LQI 값으로만 라우팅 매트릭으로 활용되

며, LQI 값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들 경로 중에서 홉 수가 작은 것이 라우팅 

경로로써 선택된다.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제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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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ANNEX 부록 A I. 

홉  수를 고려한 LQI 라우팅 절차프로시져 

 

- 순서도 

 

아래 [(그림 AI-.1]은 홉 수를 고려한 LQI 라우팅 프로시져 절차를 표현한 순서도이다. 

 

 

[(그림 AI-.1)] 홉 수를 고려한 LQI 라우팅 알고리즘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굵게

서식 있음: 글꼴: 14 pt

서식 있음: 제목 1, 왼쪽,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글꼴: 14 pt

서식 있음: 가운데, 들여쓰기: 첫
줄:  1 글자

서식 있음: 들여쓰기: 첫 줄:  0
글자

서식 있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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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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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표준 작성 공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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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의 제․개정 및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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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있음: 왼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5 pt, 굵게, 밑줄

서식 있음: 표준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5 pt, 굵게, 밑줄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5 pt, 굵게, 밑줄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5 pt, 굵게, 밑줄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5 pt, 굵게, 밑줄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오른쪽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서식 있음: 글꼴: (영어) 굴림, (한
글) 굴림, 11 pt, 굵게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저전력 센서노드센서 노드를 위한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 
(Multi-hop Routing Protocol for Low-power Wireless Senso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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