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20, No. 5 : 942~948 May. 2016

WSN환경에서 센서노드의 생명주기 연장을 위한 고정 분할 기법 

한창수 · 조영복 · 우성희 · 이상호*

Fixed Partitioning Methods for Extending lifetime of sensor node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Chang-Su Han · Young-Bok Cho · Sung-Hee Woo · Sang-Ho Le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요  약

WSN은 센서 노드에 의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센서 노드는 한번 배치되면 재충전하거나 위치적으로 재배치가 불

가능하다. 또한 센서노드들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통신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제안되었던 클러스터링 

기법들은 불균일한 분포로 배치된 WSN환경에 적용 시 지역적 특징으로 통신 단절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네트워

크의 신뢰성에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WSN환경에서 센서노드의 불균형 배치를 고려해 센

서필드를 분할하고 분할영역의 센서노드 밀집도에 따라 고정, 정적, 동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선별적으로 적용

함으로 센서노드의 통신 참여율을 25% 향상시켰다.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 생명주기는  14%연장하여 네트워크의 신

뢰성을 보장하였다.

ABSTRACT 

WSN based on wireless sensor nodes, Sensor nodes can not be reassigned and recharged if they once placed. Each 
sensor node comes into being involved to a communication network with its limited energy. But the existing proposed 
clustering techniques, being applied to WSN environment with irregular dispersion of sensor nodes, have the network 
reliability issues which bring about a communication interruption with the local node feature of unbalanced 
distribution in WSN. Therefore, the communications participation of the sensor nodes in the suggested algorithm is 
extended by 25%  as the sensor field divided in the light of the non-uniformed distribution of sensor nodes and a static 
or a dynamic clustering algorithm adopted according to its partition of sensor node density in WSN. And the entire 
network life cycle was extended by 14%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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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WSN은 센서 노드에 의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센서

의 용도에 따라 센서 노드의 주변을 센싱하여 얻은 정

보를 기지국(BS: Base-Station)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

고 있는 센서 들로 이러한 센서들은 자가 네트워크 구

성 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센서 노드는 한번 배치되

면 재충전하거나 위치적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다. 또

한 센서노드들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통신에 참여

하게 된다[1-3]. 

센서노드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클러스터헤더와 통

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그널 전송이나 주변 데이터를 수

집, 수집된 데이터를 클러스터헤더로 전달하는데 사용

하게 된다. 그러나 센서노드는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센서노드의 

에너지 고갈은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갖는다[4-6].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WSN의 환경에서 센서노드 

밀집도를 이용해 클러스터링을 자동 선별하는 알고리

즘을 이용해 센서노드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고 통

신에 오랜 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사용

되는 방식과는 달리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센서노드의 

밀집도에 따라 고정, 정적, 동적 클러스터링을 다중으

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으로 네트워크의 운용성을 향상

시켰다. 

제안방식은 WSN의 센서필드를 분할하고 BS은 분

할된 각 분할영역 마다 노드의 밀집도를 계산해 고정, 

정적 또는 동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할당하고 라운

드를 운영함으로 센서 노드의 에너지 효율성을 9% 높

였고, 전체 네트워크 생명주기를 기존 방식보다 14% 높

여 WSN 환경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

로 계층형 구조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WSN환경에서 센서 노

드의 밀집도를 이용한 선별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운

영 방식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 제안방식을 Matlab 

2010a 환경에서 실험 및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Ⅱ. 본  론

2.1.  고정 클러스터링 기법

고정 클러스터링(Fixed Clustering)방법은 첫 클러스

터링에 클러스터 헤더가 한번 정해지고 헤더 재 선출이 

없는 클러스터의 방식이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방식은 

SPIN Schema의 네트워크 구조와 유사하다. SPIN 라우

팅 방법은 각 노드는 상위 노드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다는 ADV 메시지를 받아 수신여부에 따라 REQ메시

지를 전송하여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7].

2.2. 정적 클러스터링 기법

정적 클러스터링(Static Clustering)은 고정된 클러스

터 사이즈에서 멤버 노드와 클러스터 헤더가 헤더 재 

선출과 데이터 전송과정을 반복한다. 정적 클러스터링 

기법으로는 TTDD(Two-Tier Data Dissemination)와 

GROUP(Grid-Clustering Routing Protocol) 그리고 

VGDRA(Virtual Grid-based Dynamic Routes Adjustment 

Scheme)가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1-3]. 정적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 중 TTDD는 센서 필드를 일정한 크기

의 고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싱크

노드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전송노드로 구성된 모바일 

싱크 환경을 제공한다. 센서노드가 감지 대상을 발견하

면 이웃하는 센서노드로 데이터 알림 메시지를 포워딩

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센서노드는 다시 이웃하는 센서

노드로 데이터 알림 메시지를 포워딩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면서 센서필드 전체에 데이터 보고를 위한 메시

지를 전달하고 전달된 메시지를 데이터 전송경로로 설

정하게 된다. 그러나 TTDD는 싱크 노드가 이동성을 가

지고 있어 싱크가 이동할 경우 싱크와 경로를 재설정해

야하기 때문에 빈번한 위치정보 갱신으로 인한 센서 노

드의 배터리 소모문제를 야기시킨다[1]. GROUP는 정

적 클러스터 기반의 알고리즘이다. 프라이머리싱크

(Primary Sink)에 따라 격자 그리드 클러스터를 생성 하

고 프라이머리싱크는 그리드 상에서 그리드중심 (Grid- 

Seed)을 선출한다. 선출된 그리드 중심은 클러스터헤더

(Cluster Header)를 선출하여 클러스터 헤더에서는 데

이터 발생지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 통합과정을 거

친다. GROUP에서는 다수의 선출 과정이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2]. 

VGDRA는 센서필드를 클러스터헤더를 선정하고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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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을 통해 분할하는 모바일 싱크 환경을 제공한다. 

클러스터 헤더 선정은 중앙점에 가까운 노드를 선택하

고 헤더 간 라우팅 경로를 설정해 통신에 여하는 방식

으로 고정된 클러스터 크기로 인해 재 클러스터링으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할 수 있지만 고정 

크기의 클러스터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통신

단절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문제점을 갖는

다[3,8].

2.3. 동적 클러스터링 기법

동적 클러스터링(Dynamic Clustering)은 정적 클러

스터링과는 반대로 클러스터의 사이즈나 멤버 노드들

이 클러스터의 설정에 따라 변화 되는 환경을 갖는다. 

즉, 동적 클러스터링은 Set-up 단계에서 헤더를 선출한 

뒤 헤더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LEACH(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와 

HEED(Hybrid Energy-Efficient Distributed Clustering) 

가 대표적으로[9,10] 동적 클러스터 구조로 센서필드를 

고정 크기로 분할하는 정적 클러스터링과는 다르게 센

서노드의 분포나 에너지 크기, BS와의 거리 등을 고려

해 가변적인 클러스터의 크기로 분할한다. LEACH프

로토콜은 계층형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로 센서노드

의 균등한 에너지 소비를 목표로 클러스터 헤더를 선정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병합하여 BS로 전달하고 BS와 

먼 거리의 센서노드가 클러스터 헤더로 선출시 노드의 

데이터 전달을 위한 오버헤드가  네트워크 전체 통신의 

효율성에 문제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6,10]. 

HEED는 동적 클러스터링의 하나로 헤더 선출시 각 

노드의 잔여 에너지량을 사용해 클러스터헤더를 선출

하고 클러스터헤더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드 중 

클러스터 헤더의 비율과  노드들의 최대 에너지양으로 

임의의 노드 잔류 에너지양을 나눈 값을 곱하여 결정하

는 방식으로 클러스터헤더가 클러스터 그룹 내에 고르

게 분배하지 않고, 클러스터 내의 모든 센서노드에 대

해 클러스터헤더와의 전송값을 구해 비교해야 하는 오

버헤드가 발생된다. LEACH-C 알고리즘은 기존의 

LEACH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

고, 단지 클러스터 구성에서 클러스터 헤드 선출을 BS

가 관여하는 알고리즘이다[11]. 그러나 첫째로 BS가 위

치적으로 균등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센서의 

절대적 위치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이다. 이것은 센서

노드 자신의 위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 

기술로 인한 부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  

EEM-LEACH는 멀티 홉을 사용하여 BS에 가까운 클러

스터 헤더에 부담을 증가 시켜 노드의 사망시간을 앞당

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artitioning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12]. EEM-LEACH는 같은 동적 클러스터

링의 경우 분할된 부분에서만 클러스터링을 하기 때문

에 센서 필드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노드들 간에 

거리를 줄여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소모를 문제를 해결하

였다.

Ⅲ. WSN환경에서 센서노드의 생명주기 

연장을 위한 고정 분할 기법 

3.1. 제안 시스템

이 논문에서는 WSN의 환경에서 센서필드를 고정 

분할하고 분할영역별 노드 밀집도를 이용해 클러스터

링을 자동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음은 논문

에서 제안하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센서노드는 초기 임의로 배치되고 모든 노드는 고정

으로 동작되고 센서 필드 가운데 BS를 설정한다.

∙센서노드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감지하는데는 에

너지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센서노드는 목적지 노드까지의 거리에 기본으로 자

신의 송신 전력을 나타낸다.

∙분할영역은 센서필드를 나누어 클러스터를 구분

한다.

∙고정 클러스터링은 분할된 부분의 전체를 클러스터

로 사용하여 동작한다.

∙동적 클러스터링은 분할된 부분에서 여러 개의 클러

스터를 생성하여 동작한다.

3.2. 센서필드의  분할과 클러스터링과 헤더선출

이 논문에서는 센서 필드를 센서노드 수(N)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센서 필드를 식 1과 같이 분할(K) 한다. 

식 1에서 K는 분할된 센서필드를 나타내고, N은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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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필드가 분할된 후 BS는 분할영역의 밀집도를 

계산하고 임계값과 비교한 후 사용할 알고리즘을 각 분

할 영역에 할당한다. 각 분할 영역 별로 클러스터 헤더 

선출을 하고 각 분할영역은 통신에 참여하게 된다. 각 

분할된 영역에서 사용될 알고리즘 선택은 식 2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2)

위 식 2에서   


의 임계값을 기준으로 분할영

역의 밀집도가 초과일 때 정적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동

작되고, 동일한 경우 고정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그리고 

임계값보다 미만일 경우 동적으로 동작한다.  식 2에서 

N은 센서필드 내 노드의 총 개수이고 K는 센서필드가 

분할된 개수이다. 고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BS에서 

센서필드를 분할하고 분할된 센서 필드의 노드 밀집도

를 계산한 후 밀집도( )가      조

건에서 선택된다. 다음 그림 1은 클러스터 헤더 선출을 

위한 알고리즘이다.

Fig. 1 Cluster Header Electing Algorithm 

3.3.  제안 논문에서의  클러스터링과 데이터 전달

정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BS에서 센서필드를 분

할하고 분할된 센서 필드의 노드 밀집도를 계산한 후 

밀집도가     조건에서 선택된다. 클러스

터의 중심에서 임계 값 미만인 노드들만 선거에 참여하

여 클러스터 헤더 선거에서 통신비용을 감소시킨다. 그

러나 헤더 후보 노드가 클러스터의 중심 주위의 임계 

거리 내에 발견 되지 않는 경우, 중심에서 임계 거리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3].

동적 클러스터링은 BS에서 센서필드를 분할하고 분

할된 센서 필드의 노드 밀집도를 계산한 후 밀집도가 

    조건에서 선택된다. 알고리즘이 선택

되면 클러스터 헤더선출을 위해 식 3을 이용한다.  동적 

클러스터링 헤더 선출에 사용되는  수식은  표 1과 같다.

Parameter Description

 Desired Percentage Of Cluster Headers

 The Current Round


The Set Of Nodes That Have Not Become The 
Cluster Header In Last 1/P Rounds

 Residual Energy

 Average Energy Consumed By The Node 

Table. 1 Description of Prameter

 










×  





× ∈

  (3)

 











      

 

제안 논문에서 그림 2에서 partition 단계에서 필드를 

분할하고 Set-up 단계에서 클러스터링과정을 거쳐 데이

터 전달은  steady state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각 클러스

터의 클러스터 헤더는 같은 클러스터 내 멤버노드들에

게 데이터전송 요청 메시지(request)를 전송한다. 또한 

클러스터 헤더로 선출된 센서노드는 클러스터 내부에

서 멤버 노드를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동기화 과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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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멤버노드는 주변 데이터를 수

집해 클러스터 헤더로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클러스터 

헤더는 전송된 데이터를 모아 BS로 전달한다.

Fig. 2 Lifetime of Proposed Alogorithm

Ⅳ. 실험 및 결과 

제안 방식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Matlab2010a 환

경에서 센서노드를 50개부터 500개까지 증가시키며 센

서필드 100*100에 임의로 배치하고 BS을 통해 센서필

드를 분할하였다. 표 2는 실험환경과 매개변수를 나타

낸 것이다.

Parameter Value

Sensor Network Size (100m * 100m) 

Number of Node(n) 50, 100, 500

BS Location (50m , 50m) 

Initial Energy 0.5J/bit

 50 nJ/bit

 10 pJ/bit/

 0.0013 pJ/bit/

Data Packet Size(k) 8bit

Table. 2 Simulation Environment

센서 필드를 노드 수에 따라 분할 한 센서 필드 내의 

센서노드들 간에 에너지 불균형을 없애고 효율적인 센

서 노드 운용을 위해 기존 계층적 방식과 제안 방식의 

통신에 참여하는 센서노드를 비교해 본 결과 기존 방식

은 하나의 센서필드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하나 선

택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마다 효율성이 서로 다르게 적

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안 알고리즘은  각 노드 수

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3과 같이 제안 알고리즘을 센서필드의 분할영

역을 기준으로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별하여 할당하였

고 초기 실험환경을 동적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통신에 

참여시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첫번째로 데드노드(dead 

node)가 발생하는 시점이 200라운드로 나타났다. 

Table. 3 Node rate is participating in the communication 
in 200 rounds  

R200
N=50 N=100 N=500

Hierarchical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Hierarchical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Hierarchical 
Algorithm

Proposed 
Algorithm

Fixed 82% 68% 96% 95% 95% 94%

Static 32% 25% 52% 62% 68% 98%

Dynamic 100% 44% 100% 65% 15% 62%

그림 3은 200라운드에서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의 비

율을 비교한 결과 제안 논문은 노드수가 증가할수록 각 

분할영역에서 통신의 균일성을 보였다.  또한 각 분할

영역에서 임의로 노드를 선택하고 제안 방식과 기존 방

식을 비교한 결과 그림 4와 같다. 

Fig. 3 Communication to Particate in Average of Node 
Rate  

Fig. 4 The Average Lifetime i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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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은 계층형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의 평균

적인 결과이다. 제안 방식은 전체 센서노드의 수가 많

을수록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제안 논문의 경우 각 분

할된 영역별로 노드의 배치가 달라지고 달라진 배치에 

따라 적합한 알고리즘이 선택되기 때문에 센서노드는 

통신에 더 오랜 시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체라운드

에서 각 영역별로 임의의 노드를 선택하여 200라운드

에서 평균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3과 같이 제안 방식의 경우 기존 방식

처럼 동일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보

다  전체 에너지 소비측면에서는 3%정도 낮은 결과를 

보이지만 제안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네트워크상에서 

통신 단절을 회피한 방안으로는 기존 방식보다  노드수

가 증가할수록( N=100일 경우 9%, N=500인 경우 25%) 

분할 영역들 간에 밸런스를 맞춰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

하였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 생명주기는 기존 방식보다 

14%향상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Ⅴ. 결  론

일반적인 WSN 환경에서는 센서노드들은 센싱한 데

이터를 클러스터 헤더노드로 전송하고 클러스터 헤더

노드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취합하여(data aggregation) 

BS로 전달하게 된다. 클러스터 헤더노드는 멤버노드 

역할뿐만 아니라 릴레이 노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WSN에 데이터 전달 시 거리는 에너지 소

비에 비례하는데 센서노드의 배치는 무작위로 이루어

지는데 기존 방식들은 이미 배치된 센서필드를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안 논문에서는 이미 배포된 센서필드를 기

준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

함으로 센서노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WSN통신

에 단절을 방지함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센서노드 밀집 도를 이용한 클러스터 자

동선별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제안 알고리

즘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기존 방식과 비교해 센서노드

의 통신 참여율이 평균 25%향상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의 전체 생명주기는 평균  14% 연장하여 센서네트워크

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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