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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의 클러스터 라우  방식은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여 클러스터 내의 멤버 노드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압축하여 기지국에 송함으로써 에 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표 인 방식이다. 그러나 클러

스터 형성 단계  매 라운드마다 셋업 단계에서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와 클러스터 내의 멤버 노드들 간의 

빈번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에 지 소모는 클러스터 라우  방식이 해결해야 하는 과

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셋업 단계에서의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와 기존의 클러스터 헤드 사이에 변경되지 

않는 첩된 역에 속한 멤버 노드들을 계산함으로써, 첩된 멤버 노드들의 셋업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송수신 횟수를 여 정보 교환을 최소화하 다. 따라서 셋업 단계에서의 소모되는 에 지를 약하여 안

정 단계에서 효율 으로 사용함으로써, 에 지의 효율 인 사용과 체 인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증가

시키고자 하며, 체 네트워크내의 멤버들에게 클러스터 헤드가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클러스터 헤드 선출 로토콜을 제안한다.

 
 ■ 중심어 :∣무선 센서 네트워크∣클러스터 기반 라우팅∣클러스터 헤드 선출∣슬립 모드∣

Abstract

Traditional cluster-based routing method is a representative method for increasing the energy 

efficiencies. In these cluster-based routing methods, the selected cluster head collect/aggregate 

the information and send the aggregated information to the base station. But they have to solve 

the unnecessary energy dissipation of frequ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cluster head 

and whole member nodes in cluster. In this paper, we minimize the frequency of the information 

exchange for reducing the unnecessary transmit/receive frequencies as calculate the overlapped 

area or number of overlapped member nodes between the selected cluster head and previous 

cluster head in the setup phase. So, we propose the modified cluster selection protocol method 

that optimizes the energy dissipation in the setup phase and reuses the saved energy in the 

steady-state phase efficiently that prolongs the whole wireless sensor network lifetime by 

uniformly selecting the clust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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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Wireless Sensor Network)

는 특정 상을 모니터링 하고자 일정한 지역에 분포한 

무선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센서 노드들은 주

변 상을 인식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기지국(Base 

Station)에 송하며 기지국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

석한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가장 큰 제약

사항은 제한된 자원을 들 수 있으며, 에 지 소모를 효율

으로 이기 한 표 인 방법으로 데이터 통합을 

통한 복된 데이터들을 압축하여 통신비용을 이는 클

러스터 기반의 라우  방법이 있다. 클러스터 기반의 라

우  방법은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여 클러스터 내의 

멤버 노드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압축하여 기지국에 

송함으로써 에 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표 인 방

식이다. 이러한 표 인 클러스터 기반의 라우  방법

들  LEACH(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1]은 

확률 함수를 이용하여 매 라운드마다 효율 인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할 수 있지만, 매 라운드마다 동일한 클러스

터 헤드의 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비

해 LEACH-C[2]는 LEACH와 동일한 클러스터 기반이

지만 기지국의 통제 하에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함으로써 

클러스터 헤드의 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센서 노드들의 정

보를 기지국에 송해야 하고, 한 노드들의 거리를 계

산하여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센서 노드를 찾아야 하는 

NP-Hard Problem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3]을 사용하여 효

율 으로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지만, 최 의 값을 보

장할 수 없고, 치를 악하기 한 많은 부담이 발생된

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 배치가 일정하지 

않은 실제 환경에서 클러스터 헤드 선출시, 매 라운드마

다 클러스터 헤드와 멤버 노드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부하를 임으로써 에 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LEACH와 같은 기존의 클러스터 헤드 선출은 매 라운

드마다 체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확률 함수를 용하여 

수행하거나, LEACH-C와 같이 기지국이 최 의 클러스

터 헤드를 선출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클러스터 

헤드가 가진 정보와 각 멤버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

용하여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각 멤버 노드들과

의 거리(Distance), 에 지(Energy) 잔여량, 그리고 도

(Density)와 같은 정보 등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헤드 후

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러한 후보 리스트 에서 확률 

함수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함으로써, 후보들

끼리 경쟁을 통해 발생되는 빈번한 에 지 소모와 기존 

클러스터내의 보존된 멤버들의 반복 인 송수신을 여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센서 노드 자

신의 주 에 있는 센서 노드들은 같은 클러스터에 속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클러스터 헤

드는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에게 이  클러스터 내에서 

사용되었던 자신의 정보들을 상속시켜, 기존 클러스터에 

속했던 변동되지 않은 멤버 노드들은 매 라운드마다 셋

업 단계에서 수행했던 불필요한 송수신 행 를 최소화하

고, 새롭게 삽입된 멤버 노드들만 기존의 수행 차를 통

해 체 네트워크의 에 지 효율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생존 시간을 증 시키는 새로운 클러스터 헤드 선출 

로토콜을 제안한다.

II. 기존 연구

LEACH 로토콜은 네트워크 노드들 간의 에 지 소

모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최 화

하려 하 고, 클러스터 헤드는 다음 확률함수에 의해 결

정된다.

  






   × 





   

    

    (1)

식 1에서 는 노드의 식별자, 는 시간, 은 체 

노드의 수, 는 클러스터의 수, 은 라운드를 나타낸다. 

그러나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는 셋업 단계에서 멤버 

노드들과의 빈번한 정보의 교환으로 인해 에 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가졌으며, 확률 함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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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다 보니 균등하지 않게 클러스터

들이 형성될 수 있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비록 

LEACH-C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사용하여 효율 으로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 지만 최 의 값을 보장할 수 

없고, 노드 체의 에 지와 자신의 재 에 지를 고려

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결정하기에는 추가 인 오버헤드

가 필요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HEED[4] 로토콜은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기 해 

개별 노드 자신의 인자만을 이용한다는 에서 선출 기

법이 우수하다. 클러스터 헤드 선출 시 사용되는 식은 멤

버 노드들이 가진 잔여 에 지를 이용하며, 식 (2)와 같

은 확률 함수를 이용한다.

 ×




         (2)



는 멤버 노드가 가진 기 에 지, 은 멤

버 노드의 재 잔여 에 지, 는 체 네트워크 노

드  클러스터 헤드의 비율(5%)을 의미한다. HEED 

로토콜 알고리즘은 기의 와   값 에서 큰 

값으로 시작하여 이 1이 될 때까지 에 2

를 곱하거나 1이 된 이웃 노드들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반복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도록 한다. 이

것은 모든 노드들의 에 지를 알 필요 없이 오직 노드 자

신의 인자만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할 수 있

으며, 일정 반복 횟수를 수행한 후 종료되는 장 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선출 확률 값에 2배씩 반복 수행함으로

써 노드들이 가진 에 지의 양이 유사할 경우 클러스터 

헤드의 수를 보장하지 않으며, 반복해서 ADV 메시지들

을 송하기 때문에 노드들의 송수신에서 발생하는 에

지 소모에 커다란 오버헤드를 갖는 문제 을 가지고 있

다.

ACE (Algorithm for Cluster Establishment)[5]는 노

드의 연결도를 고정된 수만큼의 반복을 통해 최소 클러

스터를 구성하려 하 다.

T. J. Kwon[6] 은 클러스터 구성에 따른 오버헤드가 

없는 수동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하 고, 이는 이 의 

클러스터링 구성 방법이 일정 시간 주기로 클러스터 구

성을 한 필요한 메시지를 제거하기 해 데이터 송 

시, 클러스터 구성 메시지를 데이터에 부가하여 클러스

터를 구성하고자 하 다.

III. 2DE알고리즘을 고려한 프로토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러스터 헤드 선출 로토콜은 

2DE(Distance, Density, Energ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 클러스터 기반의 라우  방법에서 사용되는 두 단

계인 셋업 단계와 안정(Steady-State) 단계  셋업 단

계를 변형함으로써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하고 체 

네트워크 생존시간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1. 변형된 셋업 단계

기존의 클러스터 기반의 방법에 사용되는 셋업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는 ADV 메시지를 멤버 노드

들에게 고하고, 

② ADV 메시지를 받은 클러스터 내 멤버 노드들은 수

신된 ADV 메시지들  하나의 클러스터 헤드를 결

정한 후, Join-REQ 메시지를 클러스터 헤드에 재

송한다. 

③ 클러스터 헤드는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TDMA 

슬롯을 결정하고, 멤버 노드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모든 멤버 노드들에게 로드캐스 하

고, 멤버 노드들은 이 정보를 수신하고, 안정 단계

를 비함으로써 셋업 단계를 종료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셋업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클러스터 내 멤버 노드들에게 기존의 클러스터 헤

드(
)가 새로운 클러스터 헤드(


)가 선

출되었음을 멤버들에게 알리고, 

② 이를 수신한 멤버 노드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

신의 상태를 결정한다. 즉, 클러스터가 변경되지 않

는 멤버 노드들은 셋업 단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일

정 시간 동안을 슬립 상태가 되며, 삭제되는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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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존의 셋업 단계 제안된 셋업 단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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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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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Tx

ENEN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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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leep

nEE

EE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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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xTx

ENE )1( −+
RxTx

nEnE +

4 - RxTx
nEE +

노드들은 새로운 클러스터 헤드를 선택할 비를 

하고,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는 멤버 노드들에게 

ADV 메시지를 송한다.  

③ 새로 추가된 멤버 노드들은 Join-REQ 메시지를 

송하고, 

④ 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게 

TDMA 슬롯을 결정하고, 멤버 노드들의 목록을 작

성하며, 그 결과를 모든 멤버 노드들에게 로드캐

스 하고, 새로 삽입된 멤버 노드들은 이 정보를 

수신하여, 다음 단계를 비함으로써 셋업 단계를 

종료한다. 여기서 제안된 방법은 셋업 단계에서 변

경되지 않는 멤버 노드들이 셋업 단계가 종료되기

까지 슬립 상태가 되고,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송

수신 노드들의 수 차이만이 있을 뿐 동일하게 용

된다. 한 변경되지 않는 노드들은 기존 클러스터

에서 사용했던 정보들(TDMA slot과 CDMA 

spreading 등)을 사용하며, 이 정보는 상속을 통해 

달되고, 삭제된 멤버 노드들의 정보를 새로 삽입

된 멤버 노드들이 체함으로써 재사용을 통한 효

율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아래 [표 1]은 기존의 셋업 단계와 제안된 셋업 단계의 

각 단계에 필요한 에 지의 양을 세부 단계별로 기술한 

것이다.

표 1. 셋업 단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비교

[표 1]에서 은 클러스터내의 체 노드 수, 은 클러

스터 내에 새로 삽입되는 멤버 노드 수를 나타내고,   

는 
에서 


로 상속에 필요한 정보를 송하

는 것이다. 기존의 셋업 단계에서 각 멤버 노드들이 다른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ADV 메시지를 수신하 을 경우는 

배제하 다. 왜냐하면, 주변의 클러스터 헤드로부터 수

신된 ADV 메시지의 순서가 노드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

터 헤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수신된 ADV 메시지

들  에 지의 크기가 큰 클러스터 헤드에 Join-REQ 

메시지를 송신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먼  도착한 

ADV 메시지의 클러스터 헤드에 Join-REQ 메시지를 송

신하여 지연시간을 최소화하 다. [표 1]에서 사용된 송

수신에 필요한 에 지의 양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거리

와 송 비트수에 따라 결정된다[7].

 








 


 ≧



 

2. 최적의 에너지 소모를 위한 변경되지 않는 멤버 

노드들의 수 계산

[표 1]에 보인 것과 같이,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 

사이의 셋업 단계상의 에 지 소모를 이기 한 최

화된 방법을 찾기 해, 클러스터 헤드의 변동 거리와 변

동 거리에 따른 변경되지 않는 멤버 노드들의 수를 이용

하여 에 지 효율을 높이려고 한다. 제안된  셋업 단계에

서의 체 에 지 소모량이 기존의 셋업 단계에 사용된 

체 에 지 소모량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다시 정리

하면 수식 5와 같다.








≧

∴≦





여기서, 와   값의 차는 수식 3과 수식 4의 차이

값(
)으로, 같은 클러스터 내의 짧은 거리(  )

이기 때문에 송수신하는 메시지의 비트수가 크지 않고, 

새로 삽입되는 노드들의 수가 정수이기 때문에, 





≈로 치환한 식으로 정리하 다. 한 
에 비

해 에 사용되는 에 지의 소비가 아주 작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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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 즉 




≈을 용하여 간소화

된 수식 5를 얻을 수 있다. LEACH와 LEACH-C의 경우

에 로그램에 세 된 의 값은 0으로 용하여 실

험하 다. 이 식 (5)를 통해 기존의 방법보다 에 지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경되지 않는 멤버 노드들의 수

(;      )는 수식 6과 같다.

 ≧
  


                (6)

를 들어, 클러스터 내 멤버 노드들의 수가 20개라 가

정했을 경우, 변동되지 않은 멤버 노드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에 지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각 클러스터 

내 멤버 노드들의 수는 매 라운드마다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의 값은 클러스터 내의 멤버 노드

들의 수에 따라 동 으로 결정된다. 

3. 클러스터 헤드의 변동 거리에 따른 변경되지 않

는 중첩된 부분의 멤버 노드 수 계산

[그림 1]은 기존의 클러스터 헤드(
)가 새로운 클

러스터 헤드(

)로 변동되었을 때, 변경되지 않는 

첩된 부분을 보여 다. 심 
와 심 


가 

동일한 클러스터 반경()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겹치

는 부분이 다른 클러스터로 변경되지 않는 멤버 노드들

의 역을 나타내며, 이러한 첩된 역(   )

을 계산하면, 다음 수식 7과 같다. 

그림 1. 클러스터 헤드 변동에 따른 변경되지 않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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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도(degree)이고, 는 클러스터 헤드의 

이동 거리이고, 은 클러스터 헤드의 반경으로 새로운 

클러스터 헤드의 반경과 기존의 클러스터 헤드의 반경은 

같다고 가정하 다. 체 네트워크의 멤버 노드들의 분

포가 균등 분포라고 가정하 을 때, 식 (7)로부터 계산된 

첩된 역을 하나의 노드가 분포될 수 있는 평균 역

( )으로 나 면, 첩된 역에 분포될 수 

있는 멤버 노드 수()를 구할 수 있고, 수식은 

다음과 같다.

 
    


      (8)

이때, 
은 센서 네트워크의 체 역이며, 

  은 센서 네트워크 내에 분포한 체 노드수를 

의미하고, 계산된 은 식 (6)의 과 같다. 클

러스터 헤드의 변동되는 이동 거리와 반경이 주어지게 

되면, 식 (7)과 식 (8)의 계산식은 즉시 계산 가능한 시간

복잡도  을 갖는다.

 

4. 클러스터 내의 밀도와 Cost 결정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헤드 결정에 향을 끼치는 

요소인 Cost를 결정하기 해 도(Density)의 개념을 

사용하 다. 도는 한 클러스터 내에서 각 멤버 노드와 

클러스터 헤드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르며, 각 멤버 노드

로부터 일정 거리, 즉 클러스터 헤드가 포함할 수 있는 

반경()에 속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의 이웃 노드 수(

)와 다른 클러스터에 포함된 외래 노드 수(

)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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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

여기서, 멤버 노드 가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 헤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 값은 커지고, 멀어지

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며, 이 값의 범 는 0과 1 사이로 

정규화 하 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멤버 노드들은 가지고 있던 모

든 에 지를 소모하고, 생명 주기를 마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유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존 노드 수(

)는 작아지고, 불능 노드 수()는 커지

기 때문에 도에 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클러스

터링 방법[1][2][4]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른 생존 노드 수

는 불능 노드가 발생한 후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시 부

터 격히 감소하여 체 네트워크의 수명 기간을 마치

게 된다. 따라서 효율 인 에 지 리를 한 도 계산

은 클러스터내의 생존 노드수와 잔여 에 지가 각각 한

계값 이상일 경우에 각 멤버 노드의 정보와 재의 클러

스터 헤드(

) 정보를 수식 7과 수식 8에 용하면 

빠르게 계산된다. 한 라운드의 셋업 단계에서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해서는 체 네트워크 내의 모든 멤버 노

드들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 에 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멤버 노드들을 찾기 해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Cost이며, 각 멤버 노드들로부터 클러스터 헤드로 송 

받는 정보이다. LEACH-C인 경우, 평균 에 지 이상의 

에 지를 가진 노드들 에서 클러스터 헤드와 멤버 노

드들 사이의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는 노드를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Cost에 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로 

도와 잔여 에 지량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가 

획득한 정보들 , 먼  평균 에 지 이상을 가진 클러스

터 내 노드들을 선별하여 리스트를 생성하고, 선별된 노

드 리스트들 에서 의 값이 한계값 이상인 노

드들만 선별하여 최종 후보 리스트를 생성한다. 이때 사

용된 한계값은 수식 6에서 획득한 값이다. 

5. 클러스터 헤드 선출 알고리즘(2DE algorithm)

클러스터 헤드의 선출에서 LEACH는 확률 함수를 이

용하여 결정하 고, HEED 로토콜은 개별 노드에서 

자신의 잔여 에 지를 이용한 분산 처리를 통해 선출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해 

확률 함수나 분산된 노드들의 자율 인 선출을 통해 결

정하면, 네트워크 내의 모든 멤버 노드들에게 균등하게 

클러스터 헤드의 기회를  수 있다는 장 은 있지만, 클

러스터 헤드의 최 화된 치를 선택하기가 어렵고, 비

슷한 에 지를 가진 후보 클러스터 헤드들의 경쟁에 의

한 멤버 노드들의 수신() 빈도수가 많아져 막 한 에

지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러

스터 헤드와 멤버 노드들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들( , 

 , 잔여 에 지량 등)과, 거리, 그리고 도를 이

용하여 후보 클러스터 헤드 집합()을 구성한다. 한 

체 네트워크 내의 모든 멤버 노드들에게 클러스터 헤

드가 균등하게 선택되도록 가장 은 Cost값을 갖는 멤

버 노드를 선출하지 않고,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임의

으로 선택한다. 무작 로 선출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후

보 클러스터 노드를 선출하면 균등한 선출이 아닌 한쪽

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상 으로 클러스터 

바깥쪽에 치한 멤버 노드들은 클러스터 헤드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특정 역(클러스터 심)에 

속한 멤버 노드들만 선출되어 지역  국부성이 발생하

고, 바깥쪽의 멤버 노드들이 MTE 라우  기법[1]과 같

은 결과를 래한다.

[그림 2]는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한 2DE 알고리즘

을 보여 다. 여기서, k는 클러스터의 번호를 의미하며, 

사용된 num_Cluster(k) 함수는 k번째 클러스터의 멤버 

노드수를 측정하는 함수이다. AvgEnergy(k)함수는 k번

째 클러스터의 평균 에 지를 구하는 함수이고, 

Energy()함수는 노드가 가진 잔여 에 지를 구하는 함

수이다. numOverlap()함수는 클러스터 헤드와 후보 클

러스터 헤드와의 첩된 역에 속한 멤버 노드의 수를 

구하는 함수이고, m은 수식 6의 계산된 값이며,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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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_Candidate ← 0;

CandidateList ← ∅ ;

CostList ← ∅ ;

for(i=0; i<num_Cluster(k);i++) 

  if(AvgEnergy(k) <= Energy(node(i)))

      CandidateList[num_Candidate++] ← node(i);

for(i=0;i<num_Candidate;i++)

  if(numOverlap(CH(old),CandidateList(i)) >= m)

      CostList ← CandidateList(i); 

if(CostList != ∅ )

    ClusterHead ← CostList[rand()%num_CostList];

else      

    PrevSetup();   

그림 2.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위한 2DE 알고리즘

CostList가 공집합이면, 기존의 통 인 셋업 단계

(PrevSetup() 함수)를 수행하고, 공집합이 아니면 난수

를 발생시켜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는 로그램을 나타

낸다.

IV. 실험 및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된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한 2DE 

알고리즘을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법들과 성능을 평가하

기 해, NS-2[8]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구 하 고, 

시뮬 이션 환경에 사용된 매개변수와 그에 응하는 값

은 다음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매개변수 값

Network grid (0,0) ~ (100,100)

Base Station (50, 175)

Threshold distance 75m

Cluster radius 25m

Eelec bitnJ /50

ε fs
2

//10 mbitpJ

ε mp
4

//0013.0 mbitpJ

ε aggregation signalbitnJ //5

Data packet size 500 bytes

Broadcast packet size 25 bytes

Packet header size 25 bytes

Initial energy 2J/battery

Number of nodes 100

Number of clusters 5

표 2.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매개변수와 해당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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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평균 중복 노드 수와 전체

평균 에너지 소모량

[그림 3]은 100개의 멤버 노드를 가진 테스트 집합 10

개를 생성한 후, LEACH-C의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

는 과정에서 측정한 변경되지 않는 평균 멤버 노드 수를 

보여주며, 이러한 된 멤버 노드의 수가 에 지 소모

를 최 화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 [그림 3]에서 일정 시

간동안 변경되지 않는 평균 멤버 노드의 수가 큰 차이가 

없다가 불능노드의 수가 늘어나는 400  지 부터 격

히 감소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II장 4 에서 언

한 불능노드와 생존 노드의 계를 이용한 도 계산에

서 한계값으로 400 를 설정하고 수행하 다. 실험에 사

용된 10개의 테스트 집합  하나의 결과는 체 2,116개

의 변경되지 않은 멤버 노드가 있었으며, 이 에서 유효

한 멤버 노드의 수는 2,073개로 [표 2]의 매개변수를 

용하 을 때, 1비트의 데이터를 약 3,612회 이상의 송수

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에 지의 양, 는 약 7,226회의 

수신을 할 수 있는 에 지의 양이 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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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생존 노드 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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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생존 노드수에 따른 BS에 수신된 데이터량

[그림 4]와 [그림 5]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존 노드

의 수와 BS에 수신된 데이터량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LEACH, LEACH-C, 

HEED, 그리고 2DE의 불능 노드가 처음 발생하는 시

은 각각 390 , 360 , 380 , 그리고 380 이고, 마지막 

생존 노드가 발생하는 시 은 각각 547 , 580 , 590 , 

그리고 613 에 발생하 고, 한 성능 면에서 2DE가 

LEACH, LEACH-C, 그리고 HEED와 비교하여, 각각 

11.2%, 5.7%, 3.9% 증가되었다. 기존의 LEACH-C에 비

해 체 멤버 노드들의 셋업 단계에서 사용되는 불필요

한 에 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체 에 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한 HEED는 이웃 노드들과의 메시지 교환

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 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2DE는 거리에 따른 이웃 노드들의 개수를 악함으로써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비록 

LEACH-C와 2DE는 기지국과의 정보 교환 는 클러스

터 내의 정보 교환으로 인한 부담으로 먼  불능 노드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존 노드가 많이 분포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2DE인 경우는 LEACH-C에 비해 

첩된 노드들의 으로 발생된 에 지의 효율 인 사

용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동일한 크기(×)를 가진 네

트워크 안에서 체 멤버 노드 수에 따른 체 복수와 

유효 복수를 비교한 것이다. 유효 복 수만이 실제 에

지 약을 해 사용되었으며 체 멤버 노드수가 증

가함에 따라 유효한 멤버 노드들의 복수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체 멤버 노드수가 50개와 100개의 유

효 복수의 차이가, 약 324%, 100개와 150개인 경우, 약 

164%, 150개와 200개인 경우, 128%, 그리고 200개와 250

개인 경우가 100%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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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체 멤버 노드 수에 따른 중복 수 비교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러스터의 구성시의 셋업

단계를 변형하고 클러스터의 헤드가 변동이 되어도 변경

이 되지 않는 멤버 노드들의 불필요한 송수신 에 지를 

제한하고, 클러스터가 체 네트워크에 골고루 분산시킴

으로써, 제한된 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멤버 노드들만 셋업 단계에 참여할 수 있게 함

으로써, 불필요한 에 지 낭비를 최소화하여 체 네트

워크 생존 시간을 연장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 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각 라운드마다 수

행해야 하는 셋업 단계를 상황에 맞게 선택함으로써 에

지 효율을 극 화하고 센서네트워크 망의 생존 시간을 

향상시키기 한 변형된 셋업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에서 삭제되는 노드들을 이

의 클러스터 헤드가 정보를 획득하여 클러스터 헤드에게 

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추가되어 셋업 단계

의 구축 시간을 증가시켰다. 향후 과제에서는 셋업 단계

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GPS의 사용과 같은 제약사

항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 클러스터 헤

드를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하여 체 인 센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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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존 시간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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