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링에 의한 라우팅

알고리즘★

이충세*

요 약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네트워크의 수명을 향상시키는 라우팅

기법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제한된 에너지 및 하드웨어 성능 때문에 배터리, 메모

리 및 프로세서 등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통신 프로토콜도 저-전력 소모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되는 LEACH, HEED등과 같은 클러스터 기

반의 라우팅 방식들은 클러스터 헤더들과 해당 멤버 노드들 간의 데이터 전달을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얻는

다. 이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성능 결과를 제시한다.

An Energy Efficient Routing Algorithm Based on Clustering in

Wireless Sensor Network

Chung-Sei Rhee*

ABSTRACT

Recently,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done to increase the life span of network using the energy efficient

sensor node in WSN. In the WSN environment, we must use limited amount of energy and hardware. Ther

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energy efficient communication protocol and use limited resources. Cluster b

ased routing method such as LEACH and HEED get the energy efficient routing using data communication

between cluster head and related member nod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nergy efficient routing algori

thm as well as performance result us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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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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관리 분

야, 군사 지영이나 보안 지역에서의 침입 탐지, 전투

지역 관리 분야 및 의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2] 센서 노드들은 주변

현상을 인식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기지국에 전송하며

기지국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센서 노드는

온도, 습도, 조도 등의 물리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와 데이터 처리 및 무선 통신 기능을 포함하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는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센서 노드들이 배치하여

생성하고, 과학 의학 군사, 그리고 상업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에너지 효율이다. 보통 센서 노드들은 사

람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 설치되어 동작하고, 노드

의 소형화를 위해 제한된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바꾸어 표현하면, 센서 노드의 배터리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은 네트워크의

전체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까지의 연구된 기법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토콜 중에서 네트워크 라이프 타임, 네트

워크 확장성 그리고 로드 밸런스를 위한 프로토콜 방

법으로 클러스터링 기법들이 있다. 클러스터링 기법은

네트워크를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프로토

콜기법이다.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LEAC

H이다.[4, 5]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클러스터 알고리즘인 LE

ACH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제안한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 라우팅 알

고리즘은, LEACH기법의 존재하는 3가지 문제점인

클러스터 형성과정 클러스터 헤더 선출방식 그리고

클러스터간의 통신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

2. 관련 연구

센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노드들이

많이 존재하고 무작위로 설치된 센서 노드들을 계층

적으로 연결한 클러스터 헤드와 클러스터 멤버로 구

성된 클러스터 단위의 통신 방법이다. 클러스터 기반

의 라우팅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연구는 LEACH, LE

ACH-C, TEEN, HEED, 등이 있다.

LEACH는 노트간의 에너지 소모를 균등하게 하게

하여 네트워크 생존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분산된

환경의 클러스터 구조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클

러스터 헤드는 식(1)의 확률 함수에 의해 결정한다.

 =









 mod

 


    

     

(식 1)

식(1)에서 i는 노드의 식별자, t는 시간, N은 전체

노드의 수, k는 클러스터 헤드의 수, r은 라운드를 나

타낸다. C i (t)는 최근  mod 라운드동안

자신이 클러스터 헤드였다면 0이고 아니면 1이다. 노

드들의 잔여 에너지가 신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반응적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는 식(2)의 확률함수로

클러스터 헤드를 결정한다.

 = min   

 
 (식 2)

HEED(Hybrid Energy-Efficient Distributed Clust

ering Approach) 프로토콜은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

기 위해 개별 노드 자신의 인자만을 이용한다는 점에

서 클러스터의 선출 기법으로 효율적이다. 클러스터

헤드 선출 시에 사용되는 식은 멤버노드들이 가진 잔

여 에너지를 이용하며 식(3)과 같은 확률 함수를 정의

한다.

   ×max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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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는 멤버 노드가 가진 초기 에너지, 

는 멤버 노드의 현재 잔여 에너지, 는 전체 네

트워크 노드 중 클러스터 헤드의 비율(5%)을 의미한

다. HEED 프로토콜 알고리즘은 초기의 와

m in 값 중에서 큰 값으로 시작하여 이 1이

될 까지 에 2를 곱하거나 1이 된 이웃 노드들

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때까지 반복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하도록 한다. 이것은 모든 노드들의 에너

지를 알 필요 없이 오직 노드 자신의 인자만을 이용

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일정 반복

횟수를 수행한 후 종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

용하고 네트워크 생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논

문에서는 대표적인 클러스터 알고리즘인 LEACH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째, 클러스터 형성은 싱크 노드와 센서노드사이

의 거리에 근거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구역

으로 나눈다. 각각의 센서노드는 모두 지정된 구역의

지역 표(region flag)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체 네트워크에서 대체적인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헤더 노드 선출 방법을 취

하여 에너지 절약 목표에 도달한다. 셋째, 클러스터간

의 통신은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3.1 네트워크 구역 분류

이 연구에서는 다중 경로 채널 방식보다는 자유 공

간 채널 방식을 사용한다. 자유 공간 채널 방식을 사

용하려면 우선 각 노드간의 최장통신 거리를 설정해

야 한다. 즉 (cross-over distance)을 그림

1과 같이 전체 네트워크를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개 구역에 지역 표를 정해준다. 또한 그림2와 같이

클러스터 헤더 4가 클러스터 헤더 6과 통신을 하려면

두 노드간의 거리가 정해진 보다는 작아야

하며, 만약에  값이 두 구역간의 최장 거리

인 대각선 값이면 두 구역간의 노드는 자유 공간채널

방식(Free space channel model) 전파방식으로 통신

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역을 나눌 때 되도록 정

사각형으로 나눈다. 각 구역의 변의 길이 r은

/ 로 해야 한다. [11]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토폴로지

(그림 2) 클러스터 간 통신

3.2 클러스터 헤더 노드 선출 방법

모든 센서 노드들은 이 메시지를 받은 후 그 중에

서 유용한 정보만 선택한다. 또한 각 멤버 노드들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클러스터

헤더 노드에 전송하는 타임 슬롯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타임 슬롯 외에는 에너지 소모를 감소하기 위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매 라운드마다 클러스터 헤더

노드를 선출하기 위하여 모든 노드가 싱크 노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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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

하게 된다. 첫 라운드에서는 선택된 클러스터 헤더 노

드가 싱크 노드를 대신하여 매 라운드 마다 뉴 클러

스터 헤더 노드를 선출한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에너

지를 절약할 수 있다.

Generate  ;

Calculate  for all nodes in Network;

If  {

Select as a new Header;

Broadcast cluster header leveling;

}

else

{

Register as a temporary cluster head;

add 1 in cluster leveling message and

re-broadcast;

}

(표 1) Cluster Head Selection 알고리즘

3.3 전파 범위의 데이터 전송 기법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전송기법은 전송경로

선정과 데이터 전송과정을 교차하여 수행하는 통합

라우팅 기법을 사용한다. 라우팅에는 클러스터 내부에

서의 데이터 전송과 클러스터 외부로의 데이터 전송

부분으로 나눈다. 클러스터 내부의 데이터 전송은 일

반노드가 감지한 데이터를 자신이 속한 클러스터 헤

더에 전송하는 것을 그리고 외부에서의 데이터 전송

은 클러스터 헤더가 클러스터 내의 여러 노드들이

감지한 데이터들을 병합한 결과를 중간 노드를 이용

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4. 실험 및 성능 평가

제안한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과 LEACH 알

고리즘을 비교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한

다.

4.1 시뮬레이션 환경

제한하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기존의 LE

ACH방식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NS-2 시뮬레이

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100m x 100m 의 네트워

크 크기에 100개의 센서노드를 임의로 배치하였으며,

싱크 노드는 가로 50m 세로 175m 지점에 위치한다.

제안한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과 LEACH알고리즘

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노드를 클러스터 헤더

노드로 선정한다.[13]

4.2 시뮬레이션 결과 및 성능 분석

LEACH과 제한하는 알고리즘은 에너지 효율을 목

표로 서로 다른 클러스터 헤더 전환방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각 노드의 에너지 소모량을 균형화 시킨

다. 두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헤더 노드를 통하여 데이

터를 압축하고 병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량을

제한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 클러스터 헤더는 병

합된 데이터를 다음 홉을 통하여 싱크 노드에게 전송

한다. 알고리즘은 구역을 나누는 방식으로써 클러스터

간의 라우팅 거리를 제한하는데 그 목적은 클러스터

간의 라우팅을 자유 공간 채널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

약한다. 데이터 전송량과 데이터 전송거리를 제한하는

것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은 에너지 소모량을 효

율적으로 감소시킨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 노드들은

제어 알고리즘을 통하여 다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이 방법은 매 라운드마다 모든 노드들이 정보를 싱크

노드에게 전송하는 LEACH 알고리즘에 비해 불필요

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킨다. LEACH 알고리즘의

분산(distributed) 클러스터 헤더 선출 방법과 비교했

을 때, 제한하는 알고리즘은 분산 클러스터 형성방법

에서의 비용절감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

앙화에 의해 클러스터 헤더를 균등하게 분포 시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이 필요한 두 클러스터

간의 통신거리가 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에

너지를 절약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생존 기간을 연장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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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생존 노드 수의 비교

(그림 3)는 시간에 따라 변경 되는 생존 노드의 수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5와 같이 LEACH과 제안

한 알고리즘의 불능 노드가 처음 발생하는 시점은 각

각 400초, 390초였고, 마지막 생존 노드가 발생하는

시점은 각각 540초, 578초에 발생하였다. 이것은 전체

센서 네트워크의 생존 신간을 지역-중앙 알고리즘이

LEACH 알고리즘과 비교하면 7% 정도 향상된 것을

보이고 있다. 기존 LEACH에 비해 전체 노드들의 클

러스터 헤더 선출단계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었

다. 비록 LEACH 알고리즘에 비해 지역 중앙 알고리

즘은 먼저 불능 노드가 발생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생존 노드가 많이 분포되어 중첩된 멤버 노드들의

누적된 에너지로 안정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시뮬레이션 시간에 따른 생존 노드의 수의 변화

Time(s)
제안한

알고리즘
LEACH

Improveme

nt(%)

350 100 100 0

400 99 100 -0.01

450 92 82 10.0

500 66 54 12.0

540 35 11 24.0

시뮬레이션을 총 50번 반복하여 네트워크가 동작하

는 동안 특정 시뮬레이션 시각에서 생존 센서노드의

평균적인 개수를 계산하였다. LEACH와의 비교결과

평균적으로 11.5%, 최대 24%의 성능향상을 확인 하

였으며 [표2]을 이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시뮬레이

션 결과와 LEACH 알고리즘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4) 두개의 알고리즘의 데이터 통신량

센서 노드에서 보낸 데이터가 기지국까지 도달하는

데이터 전송량을 실험하였다. 그림 4을 보면 같은 시

간 때 LEACH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과 제안한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은 다르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안한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

송량은 LEACH 알고리즘의 데이터 전송량에 비해 약

31% 적다. 데이터 전송량이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노드가 생존해 있고, 노드의 생명이 증가한 것은

전체 네트워크의 생존 주기를 연장 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두 알고리즘의 라운드 구조 때문이다. 제안

하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헤더 선

출 단계에서 에너지 임계값을 이용하여 센서 노드를

필터링 (Filtrated out)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전송량

이 많이 감소되며 에너지 소모를 많이 감소시킨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여 전체네트워크의 생존 시간을 연장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대표

적 클러스터 알고리즘인 LEACH를 살펴보고 LEACH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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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다. 시뮬레이션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하

는 클러스터 라우팅 알고리즘이 기존의 LEACH 알고

리즘에 비해 네트워크 라이프 타임을 7.8% 연장하였

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량을 평균 28% 줄여 에

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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