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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 Wireless Sensor Network)에서 센서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균등화 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전제 네트워크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적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멀티-홉

기법이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과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멀티-홉 기법에서는 센서 노드사이

거리에 따라 전송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클러스터 알고리

즘인 LEACH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중앙 클러

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과 LEACH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NS-2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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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lot of researches for the multi-level protocol have been done to balance the sensor node energy

consumption of WSN and improve the node efficiency to extend the life of the entire network. Especially in

multi-hop protocol, a variety of model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apply it to WSN

protocol. In this paper, we analyze LEACH algorithm and propose new method based on center of local clustering

routing algorithm in wireless sensor networks. We also perform NS-2 simulation to show the performance of ou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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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 (Wireless Sensor Network)는

주위 환경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써, 자연 환경에

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 모니터링, 물류 및 재고 관리

분야, 군사 지영이나 보안 지역에서의 침입 탐지, 전

투 지역 관리 분야 및 의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2].

최근까지의 연구된 기법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프로토콜 중에서 네트워크 라이프 타임, 네트워크

확장성 그리고 로드 밸런스를 위한 프로토콜 방법으

로 클러스터링 기법들이 있다. 클러스터링 기법은 네

트워크를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프로토콜

기법이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LEACH

(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이다[2,

3]. LEACH는 확률적인 랜덤 방식으로 클러스터 헤드

를 주기적으로 선정하는 클러스터 기반 라우팅 프로

토콜 방법으로, 클러스터 헤드 선정 후 클러스터 내의

각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클러스터 헤드로 전송하면

클러스터 헤드가 이들 데이터를 모아서 싱크노드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기법들의 장․단점을 비

교 분석하고 그 기법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싱크 노드 중심으로 한 다 단계

및 노드의 잔존 에너지를 고려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이 논

문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무

선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 및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기

법 및 라우팅 기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분석한다. 그리

고 기존에 연구된 계층적 라우팅 기법의 개요와 문제

점을 기술한다. Ⅲ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계층적 라

우팅 기법에 문제점을 기술하고, 무선 센서 네트워크

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실제 활용에 적

합한 클러스터링 기법 및 라우팅 기법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제안 프로토콜에 대한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환경과 실험 모델을 설계하고 NS-2 시뮬

레이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 기존 기법인 LEACH, LEACH-C와 비

교와 평가를 통하여 제안 기법의 효율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제안기법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WSN 라우팅 기법의 개요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한개 또는

그 이상의 기지국과 수백에서 수천 개의 센서 노드들

로 구성된다. (그림 1)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일반

적인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는 한 개의 기지국과 정보 획득을 위한 센서 필

드, 그리고 많은 센서 노드들로 구성 된다[4]. 싱크 노

드는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외부로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

고, 센서 노드는 초소형의 저렴하고 적은 전력을 사용

하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트랜시버, 컨버터,

그리고 다양한 센서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는 감지 센

서에서 감지된 정보를 중간 노드를 통하여 싱크 노드

에 전송하고, 또 다른 센서 노드들의 정보를 중계해주

는 역할도 수행한다. 싱크 노드는 센서 노드로부터 감

지된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외부 네트워크에 전달하거

나 외부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제어 정보를 센서 노드

에 전달해 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그림 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

무선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기법은 무선 센서 네트

워크에서 센서 노드들의 정보를 목적지 노드까지 효

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로 설정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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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지역-중앙 알고리즘도 기존의 알고리즘처럼 라

운드 단위로 실행한다.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센서 노

드를 설치 후 첫 라운드를 실행한다. 지역-중앙 클러

스터 라우팅 알고리즘 첫 라운드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정보수집단계,

클러스터 구성 단계 그리고 데이터 전송단계이다. 첫

라운드에서는 모든 노드가 싱크 노드에게 자기 위치

정보와 에너지 현황을 전송한다. 싱크노드는 모든 센

서 노드의 메시지를 받은 후 시뮬레이터 아닐링 알고

리즘을 실행하여 클러스터 헤더 리스트와 각 노드의

구역표시를 정해준다. 그리고 싱크노드는 이 메시지를

전체 네트워크에 전송한다. 싱크노드는 헤더 노드가

소재한 구역 및 기타 헤더 노드사이 거리에 근거하여

다음 홉을 지정한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클러스터 헤

더가 싱크노드를 대신하여 클러스터 구성과 클러스터

헤더 선출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3)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첫 라운드 구조

첫 라운드에서는 싱크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의 정

보에 근거하여 전체 센서네트워크를 균등하게 클러스

터링을 실행할 수 있다. 앞에서 기술한 글로벌 중앙

제어 알고리즘처럼 전체 센서노드들은 짧은 메시지를

싱크노드에 전송하고 싱크노드는 전체 센서노드 정보

를 얻은 후 클러스터링을 진행함으로써 너무 많은 에

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클러스터 헤더가 지역 중앙 노드

로써 싱크노드 대신 뉴 클러스터 헤더를 선출한다.

각 노드는 정보수집단계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타임

슬롯에 클러스터 헤더 노드에게 자신의 지리정보와

에너지 현황을 전송한다. 전송된 메시지를 받은 클러

스터 헤더는 더미 중앙 알고리즘(dummy center algo

rithm)을 실행하고 뉴 클러스터 헤더를 선출한다. 뉴

클러스터 헤더 노드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하여 선택

한다. 첫째, 클러스터에서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노드이고, 둘째, 가장 많은 잔여 에너지

를 보유한 노드이다. 클러스터 헤더가 더미 중앙 알고

리즘을 실행할 때 에너지 임계값을 정해야 한다. 임계

값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헤더 노드의 조건에 부합되

지 않는 즉, 잔여 에너지 량이 에너지 임계값보다 작

은 노드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균 에너지

값을 에너지 임계값으로 정한다. 클러스터 헤더가 더

미 중앙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선출된 뉴 클러스터

헤더 노드에게 승격 메시지를 보낸다[7, 8]. 승격 메시

지를 받은 새로운 클러스터 헤더는 CSMA/CA MA

C 알고리즘을 통하여 전체 노드에게 ADV 메시지를

전송한다. 모든 전체 노드에게 다음 라운드에서 클러

스터 헤더의 역할을 알려준다. 이전의 클러스터 헤더

노드는 ADV 메시지를 받은 후 일반노드로 변한다.

뉴 클러스터 헤더 노드 외 전체노드들은 뉴 클러스터

헤더에서 ADV 메시지를 받고, RSSI(Received Singn

al Strength Indicator) 값에 근거하여 어느 클러스터

에 조인하는지 결정한다. 그리고 클러스터 헤더에게

알려준다.

클러스터 헤더는 클러스터 조인 신청정보를 받은

후 스케줄을 만든 다음 전체 노드들에게 이를 전송한

다. 스케줄 전송을 받은 노드는 자기 타임 슬롯 외에

는 라디오 구성 요소들은 휴식 상태로 되어 있다. 그

러므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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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정

OS Linux fedora 9.0

CPU Inter Core Quad CPU Q8200

메모리 8GB RAM

Tool NS-2

네트워크 크기 (0,0)-(100,100)

전체 노드 수 100

Base Station (50,175)

Threshold distance 75m

 (무선 전자에너지) 50nJ/bit

fs (자유공간 모델 무선

증폭에너지)
10 pJ/bit/

mp (다중경로 페이딩
채널 모델 무선증 폭

에너지)
0,0013pJ/bit/

노드 데이터 전송 속도 1Mbps

Data packet size 500 bytes

Broadcast packet size 25 bytes

Pack header size 25 bytes

Initial energy 2J/battery

Number of Nodes 100

Number of cluster 5

(그림 4) 클러스터 구성 과정

3.3 클러스터 간의 라우팅 방식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알

고리즘은 기존 LEACH방식과 달리 클러스터간의 통

신은 계층적 멀티-홉 기법을 사용한다. (그림 5)와 같

이 전체 센서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구성

한 후 센서노드들은 데이터를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

헤더한테 전송한다. 클러스터 헤더는 멤버 노드들에

전송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LEACH기법과 다르게 직

접 베이스 스테이션에 전송하지 않고, 계층적 멀티 홉

을 사용하여 인접한 클러스터 헤더를 통하여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5)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구조

4. 실험 및 성능 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설정

이 논문에서는 제안 기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NS-2(Network Simulator version-2)를

사용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새로운 클러스터 헤더

선정, 클러스터링 기법 및 이를 기반으로 라우팅 기

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LEACH을 비롯한 멀티 홉 기

법 등 기존 기법들과 비교분석 하였다.

NS-2 시뮬레이션 환경에 사용된 매개변수와 그에

대응하는 값은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100m x 10

0m 의 네트워크 크기에 100개의 센서노드를 임의로

배치하였으며, 노드의 이동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영역내의 좌표는 (0 ,0)에서 (99, 99)까지가 되며,

초기 노드 에너지는 각 라운드별 시간당 20초씩 증가

시키고, 싱크노드는 가로 50m 세로 175m 지점에 위

치한다. 제안한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

과 LEACH알고리즘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노

드를 클러스터 헤더 노드로 선정 한다.

<표1> 시스템 환경 및 시뮬레이션 환경 변수

이번 실험은 (표 1)에서 제시한 환경변수 값을 기

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그림 6)은 시간에

따라 변경 되는 생존 노드의 수를 비교한 결과이고

(그림 7)은 제안 기법과 LEACH, LEACH-C 알고리

즘과 에너지 소모량 비교 결과이며 (그림 8) 제안 기

법과 LEACH, LEACH-C 알고리즘과 데이터 통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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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이다.

(그림 6) 생존 노드 수의 비교

(그림 6)과 같이 LEACH기법, LEACH-C기법과 지

역-중앙 알고리즘의 불능 노드가 처음 발생하는 시점

은 각각 400초, 390초, 390초였고, 마지막 생존 노드가

발생하는 시점은 각각 540초, 560초, 578초에 발생하

였다. 이것은 전체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 신간을 지역

-중앙 알고리즘이 LEACH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7%

정도 향상된 것을 보이고, LEACH-C 알고리즘과 비

교하면 4%정도 향상된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LEACH

프로토콜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 23%적고, LEAC

H-C 프로토콜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평균19% 적다.

그 이유는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클

러스터 헤더를 보다 더 균등하게 전체 네트워크에 분

배하였기 때문에 결과와 같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었다.

(그림 7) 에너지 소모량 비교

(그림 8) 데이터 통신량 비교

(그림 8)을 보면 같은 시간 때 LEACH, LEACH-C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과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

우팅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은 다르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중앙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은 L

EACH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에 비해 약 31% 적

고, LEACH-C 알고리즘의 비해 약 16% 가량 적다.

5. 결 론

최근 저-전력 통신과 관련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센서와 접목하여 저 비용을 목적으로 개발되

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가 군사적인 목적에서부터 환

경/생태 감시 분야, 에너지 관리 분야, 물류 관리 분

야, 전투 지역 관리 분야, 의료 모니터링 분야, 그리고

보안 등의 응용 분야까지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생존 시간을

연장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대표적 클러스터 알고리즘인 LEACH를 살펴보고 LE

ACH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안하는 지역-중앙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기존

의 LEACH 알고리즘에 비해 네트워크 라이프 타임을

7.8%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량을 평균

28% 줄여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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