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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계층구조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센서노드의 효율 인 리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계층형 클러스터링 구조에 많이 사용되는 LEACH(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는 확률

함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헤드노드의 선출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LEACH 알고리즘의 

단 을 보완하여 매 라운드마다 고정된 개수의 클러스터 헤드노드를 선출하는 i-LEACH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LEACH(improved-LEACH)는 BS이 고정된 개수의 클러스터 헤드노드를 선출하여 네트워크 체에 통보하기 때

문에 클러스터링 구성과정의 네트워크 트래픽량을 일 수 있고, 네트워크의 에 지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다. 

제안한 i-LEACH와 LEACH를 시뮬 이션 한 결과 i-LEACH에서는 클러스터 헤드노드의 선출과정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LEACH 보다 소비된 력량은 25%, 네트워크 트래픽 량은 16% 향상되었다.

ABSTRACT

Generally, the clustering of sensor nodes in WSN is a useful mechanism that helps to cope with scalability problem and, if combined with 

network data aggregation, may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network. The Hierarchical clustering routing algorithm is a typical 

algorithm for enhancing  overall energy efficiency of network, which selects cluster-head in order to send the aggregated data arriving from the 

node in cluster to a base s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mproved-LEACH that uses comparably simple and light-weighted policy to 

select cluster-head nodes, which results in reduction of the clustering overhead and overall power consumption of network. By using 

fine-grained power model,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LEACH can reduce clustering overhead compared with the well-known previous 

works such as LEACH. As result, i-LEACH algorithm and LEACH algorithm was compared, network power-consumption of i-LEACH 

algorithm was improved than LEACH algorithm with 25%, and network-traffic was improved 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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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센서 네트워크는 주 환경을 감시하고 데이터

를 수집하는 용도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센

서노드들은 주변 상을 인식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BS

으로 송하며, BS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

용자에게 달하는 것이 목 이다[1]. 무선센서 네트워

크는 많은 센서노드들이 사 에 결정된 형태 없이 센싱 

역 내에 무작 로 배치되어, 배치된 치에 고정되거

나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한 송 매체로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속도  역폭이 유선 통

신에 비교하여 제한 이고, 보안에 취약하며, 원 공

의 수단이 제한 이다. 따라서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설

계 목표는 네트워크의 수명(network lifetime)을 연장하

기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센서노드들은 에 지가 제한 이고, 기 배치되면 

에 지를 재충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 지 효율성이 

매우 요하다. 센서 노드와 베이스 스테이션(BS : Base 

Station)간의 직 인 통신으로 인한 트래픽 감소를 

해 계층 구조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계층 

구조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헤드노드(CH 

: Cluster Head-node)와 클러스터 멤버노드(CM : Cluster 

Member-n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서노드들이 수집

한 센서데이터를 CH에게 달하고, CH는 수집된 데이

터를 처리하여 BS로 송신한다[3]. 계층형 클러스터 구조

에 많이 용된 LEACH(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는 CH의 선출횟수를 보장하는 확률함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 네트워크의 수명 주기에서 동일

한 횟수의 CH를 보장하지만, 은 수의 CH가 선출되거

나 하나도 선출되지 않아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

생할 확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BS가 매 라운드의 시작마다 고정된 

개수의 CH를 선출하여 체 네트워크에 통보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의 클러스터 개수를 항상 일정하게 보장하

는 i-LEACH(improved-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을 제안한다.  제안한 i-LEACH는 네트워크의 

구성과정이 간략하여 CH를 선출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

에 에 지 측면에서 효율 이며, CH가 선출되지 않아 

클러스터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은 개수의 CH 

선출에 의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는 LEACH의 

단 을 보완하 다. 

동일한 제약 조건 환경에서 i-LEACH와 LEACH를 

분석한 뒤, i-LEACH의 효율성을 확인해 본다.

Ⅱ. i-LEACH

i-LEACH(improved-LEACH)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

조는 계층형 클러스터링 구조를 이룬다. i-LEACH는 클

러스터 구성단계와 센싱 데이터 송단계를 하나의 라

운드로 정의하고, 클러스터링 구성단계에서는 BS이 CH

선출과정과 CM의 조인과정을 수행하여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 센싱 데이터 송 단계에서는 CH가 CM이 센

싱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압축하여 BS로 송신한다. BS

는 체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CH로부터 처리된 센

싱 데이터를 수신 했을 경우 한 라운드가 종료되었음을 

단하여, 다음 라운드의 CH를 선출하고 클러스터링 구

성 명령어를 체 네트워크에 로드캐스  한다.

i-LEACH는 매 라운드마다 BS에 의해 고정된 개수의 

CH를 랜덤하게 선출하여 네트워크에 통보한다. 매 라운

드마다 고정된 개수의 CH가 선출되기 때문에 LEACH처

럼 CH가 선출되지 않아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2.1. i-LEACH 클러스터링 구성단계

i-LEACH의 클러스터링 구성단계는 BS이 센싱 역

에 배치된 모든 센서노드 에서 임의로 고정된 개수의 

CH를 선출하고, 선출된 CH에게 네트워크 구성 명령을 

송신한다. 클러스터 구성 명령을 수신한 CH는 자신이 

CH임을 체 네트워크에 로드 캐스  한다. 한 라운

드에서 CH의 개수는 네트워크 체 노드 개수의 5%로 

정의한다. 

센서노드는 체 네트워크내의 모든 CH의 메시지를 

수신하기 때문에 수신된 CH의 통신 력의 세기가 가장 

큰 노드가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단하고, 

멤버구성요청(join) 메시지를 보낸다. 클러스터 멤버 구

성이 완료된 CH는 BS에게 클러스터링 완료 메시지를 

송신하고, BS의 다음 명령을 기한다.

2.2. i-LEACH 센싱 데이터 송단계

체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구성이 완료되면, BS은 

각 CH에게 센싱 명령을 지시한다. CH는 각 CM에게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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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명령을 달하고, CM는 정의되어진 TDMA 스

에 따라 센싱 데이터를 CH에게 달한다. TDMA 스

을 사용하기 때문에 CM간의 데이터 복 송이 없

고, 통신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CM는 자신의 지정된 시

간이 아니면 통신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 지 

사용을 일 수 있다[4][5].

CH는 CM으로부터 수신된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압

축률로 압축하여 BS으로 송하게 된다[6].

CH의 센싱 데이터 송이 완료되면 체 네트워크의 

데이터 송이 완료되어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는 BS의 

클러스터 구성단계 명령어가 수신되기 까지 기 상

태로 환된다. 네트워크 내의 모든 클러스터의 센싱 데

이터가 BS로 송되면 BS는 라운드 종료 메시지를 보내

고, 모든 노드는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기한다. BS는 

CH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구성 명령어를 송신하면서 다

음 라운드를 시작하게 된다.

Ⅲ. 시뮬 이션 모델링

3.1. 소비 력 모델링

CM와 CH에 한 통신 소비 력을 계산하기 해  식 

(1)을 용하여 소비 력을 모델링 하 다.




  


  


  

(1)

- 
   : 거리에 따른 송신 력

-  : 송신 거리

-  : 

- : friss 모델 용 상수()

- : two-ray 모델 상수. 

-  : 87m

통신소비 력 모델은 통신 가능한 노드와 노드사이

의 거리를 계산하여 87m보다 작으면 friss 모델을 용

하여 계산하 고, 87m보다 크면 two-ray 모델을 용하

다[4].

LEACH의 CH 선출 알고리즘은 라운드마다 set-up 

phase에서 용한 확률함수식을 사용하여 선출하고, 

i-LEACH는 매 라운드마다 BS가 무작 로 선출( 체노

드 수의 5%)한  CH를 지정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도록 

설계하 다. 소모 력량을 분석하기 해 모델링에 사

용된 통신 데이터의 길이를 표시하기 한 변수는 표 1

과 같다.

변수 설명



- 네트워크 리에 필요한 명령어

-   

-  : 명령어 길이. 8bit.



- 센싱작업 지시 명령어

-   

-  : 명령어 길이. 8bit.



- 센싱 원본 데이터, 압축데이터

-     
 가변

  : 압축률

- 데이터 압축률 : 0.8

-   



- 네트워크 리 데이터

-   

▪   : CM 수

▪  : 리용 작업 정의, k-type

      
    

▪  : 네트워크 리 작업 종류, 1~n.

▪   : CH 선출 방송

▪   : 네트워크 련 방송



- Ack of .

-  

표 1. 모델링에 사용된 데이터 설명
Table. 1 Modeling-Data Description

LEACH와 i-LEACH 모두 동일하게 용한다. 은 

네트워크 리명령어를 나타내며, 는 센서 노드에게 

센싱 명령을 달하기 한 명령어의 길이를 모델링하

다. 는 센서 노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RAW 데

이터로 정의한다. 모든 센서 노드는 수집한 데이터를 

CH에게 송신하고, CH는 RAW 데이터를 지정된 압축률

로 처리하여 BS로 결과 보고한다. 센싱 데이터의 크기는 

800bit로 정의하 다.  는 네트워크 리 명령어 종

류를 나타내기 한 변수로 k 값에 따라 네트워크 명령

어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는 네트워크 명령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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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나타낸다.

3.2. 에 지 사용량 모델링

에 지 사용량 모델링에 사용된 단 는 표 2와 같다. 

은 네트워크 리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한 소비

력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단 는 uJ을 사용한다. 




와 
는 1 bit를 송수신 하기 한 소비 력으

로 단 는 uJ/bit를 사용하고 거리에 따른 에 지를 나타

내기 때문에 friss모델과 two-ray 모델을 용하여 나타

낼 수 있다. 수신에 지인 
의 경우 조건에 의해 모든 

노드는 1 hop의 통신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리를 참조하

지 않는다.

변수 설명

 - 네트워크 리 데이터 통신 소비 력, (단  : uJ)

 - 센싱 데이터 통신 소비 력, (단  : uJ)





- 1 bit 당 거리에 따른 송신 소비 력, 

(단  : uJ/bit)


 - 1 bit 당 수신 력, (단  : uJ/bit)

 - 헤더당 센서 노드 수, (단  : EA)

 - 클러스터 헤더 수, (단  : EA)

 - 노드 간 거리, (단  : m)

Dmax - 통신 가능 최  거리, (단  : m)


 - 송신 데이터 량, (단  : bit)


 - 수신 데이터 량, (단  : bit)

표 2. 단  모델링
Table. 2 Modeling of unit

- 네트워크 구성 과정 에 지 사용량 모델링

CH가 선출되면 자신이 CH임을 알리는 네트워크 

리데이터()를 체 네트워크 내에 송신한다. 네트

워크 리 데이터를 수신한 센서노드는 자신과 가장 가

까이에 있는 CH에게 CM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메시지

()를 보낸다. 센서노드 측면에서 네트워크 구성과

정 시 사용한 에 지 값을 계산하는 모델링은 식 (2)와 

같다.

 
 

 


 

  



 (2)


 

CH 선출 후 체 네트워크로 로드 캐스 한 네트

워크 리데이터()의 력과 CM로부터 수신한 응

답메시지()의 력의 합을 계산하는 모델링은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max


 






 (3)


 

  





네트워크 리데이터를 체 네트워크에 로드 캐

스 할 경우에 사용되는 에 지 모델링은 명령어의 데

이터 양(bit)을 거리에 따라 통신 에 지 소비 력으로 

나타 낼 수 있고, 수신되는 명령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서 에 지 소비 력을 계산할 수 있다.

- 네트워크 구성 완료 후 모델링

CH는 CM에게 명령어 종류를 결정하여 로드 캐스

한다. 센싱 명령을 수신한 CM는 명령어 실행한 후 수

집된 센싱 데이터를 CH에게 송신하게 된다. 센싱 명령

어를 CH를 통해 CM가 수신한 력은 식 (4)에 의해 계산 

되어진다.

 






 (4)

센서노드가 센싱한 데이터를 CH로 송신 시 사용되는 

력은 식 (5)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

 






  (5)

CH는 BS으로부터 명령어를 수신하여 CM에게 명령

어를 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리 

 명령어 통신에 사용되는 에 지를 계산하기 해 식 

(6)과 같은 방법을 용하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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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는 CM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한 력과 그것

을 압축하여 BS으로 송신한다.

 









 

  



 (7)


 

  





센서노드가 센싱 명령어를 BS에서 달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센싱 명령어 수행시 데이터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Execution Sensing Command

BS은 모든 CH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완료하게 되면,

를 체 네트워크에 송출하여 라운드 종료를 알리

게 되고 모든 노드는 통신연결을 끊고 다음 라운드 시작

을 기다리게 된다.

Ⅳ. 실험  분석

LEACH에서는 에 지 소모가 많은 CH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라운드라는 동작단 를 수행하여 체 

네트워크 수명에서 동일한 CH의 선출횟수를 보장하는 

확률함수식을 사용하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i-LEACH는 매 라운드마다 BS가 고정된 CH를 선출하여 

네트워크 내에 통보하기 때문에 라운드마다 CH의 개수

를 보장하는 것이 두 알고리즘의 차이 이다. 

4.1. 실험 조건

i-LEACH와 LEACH의 소비 력을 확인하기 해 동

일한 시뮬 이션 조건을 표 3과 같이 설계하 다.

항목 설명

센싱 역

20m × 20m 그리드

1 그리드는 1m의 정사각형

센서노드 무작  배치

네트워크 

구조

계층형 클러스터링 구조

배치후 이동하지 않고 고정

통신 역 모든 노드는 BS까지 2 hop 이내에 통신가능

BS

센싱 역 외부 치(x=10, y=35)

- 이동성 없음

라운드의 시작과 종료의 시 을 리

모든 CH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라운드 종

료메시지 통보

표 3. 실험 조건
Table. 3 Simulation conditions

4.2. 결과분석

실험 조건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LEACH

와 i-LEACH를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 이션하여 사용

된 에 지량을 분석하 다. 각 라운드에서 CH가 선출되

고, CM가 결정되어 클러스터링이 구성된다. CM는 수집

한 센싱 데이터를 CH에게 송신하고, CH는 지정된 압축

률로 데이터를 처리한 후 BS으로 송신하는 과정이 순차

으로 진행된다. 네트워크에 소속된 모든 CH가 BS으

로 데이터를 보내고 BS의 라운드 종료 메시지를 받게 되

면 하나의 라운드가 종료된다. 

그림 2는 100 라운드의 시뮬 이션 결과 각 라운드 별 

CH 선출 개수를 비교해 보았다. LEACH의 경우 100 라

운드 동안 확률함수식에 의해 선출된 CH의 개수가 일정

하지 않고, i-LEACH는 일정한 개수의 CH를 유지하

다. 그림 3에서는 라운드별 CH의 소비 력과 네트워크 

트래픽량에 하여 확인하 다. 라운드 수가 증가하면 

네트워크 리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는데, LEACH

의 경우 CH의 선출과정에서 은 수의 CH가 선출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는 상이 나타나

고, 그에 따른 에 지 소모량도 증가하게 된다. CH가 선

출된 개수가 으면 CM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CH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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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비 력과 네트워크 트래픽
Fig. 3 Power consumption and Network traffic

그림 2. 각 라운드 별 CH 선출 개수
Fig. 2 Number of CH in Round

트워크 트래픽 과부화로 에 지 소모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반면에 i-LEACH는 CH의 개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CM가 일정한 수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트

래픽과 CH의 에 지 소모량은 라운드 수가 증가 할수록 

단순 증가 상이 나타난다.

Ⅵ. 결론  향후 연구과제

LEACH의 경우 확률함수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른 

에 지 사용을 보장한다는 장 이 있지만, 매 라운드마

다 모든 노드가 CH의 선출과정에 참여해야하고, 은 

수의 CH가 선출되었을 경우, 리해야할 CM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여 에

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는 CH가 하나도 선출

이 되지 않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센서노드는 BS과 

직 으로 통신을 하여 비효율 인 에 지 소모형태

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i-LEACH의 경우 매 라운드마다 

BS에 의해 고정된 개수의 CH가 선출되어 클러스터링이 

구성되기 때문에 체 네트워크의 클러스터의 개수를 

보장할 수 있고, CM의 개수도 조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워크 트래픽을 상황에 알맞게 제어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100 라운드를 수행했을 경우 

LEACH보다 i-LEACH의 네트워크 체 소비 력이 

25%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체 네트워크 리 

트래픽의 경우에도 LEACH알고리즘보다 i-LEAC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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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은 트래픽양이 소모됨을 확인할 수 있다. BS이 모

든 것을 앙에서 리하여 CH가 선출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LEACH-C와 LEACH-F의 알고리즘을 분석하

고, 노드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효율 인 클러스터링 알

고리즘의 제안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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