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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설계 뿐

만 아니라 보안이나, 군 그리고 병원의 응급 처리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응용 중에서 어떤 침입자

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이 아주 필수적인 연구 분야가 되고 있다. 이

러한 방법을 측위라고 정의하고, 센서 노드의 전파범위를 기반으로 측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제안한

다. 또한 측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방법과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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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Wireless Sensor Networks in many applications require not only efficient network design but

also broad aspects of security, military and health care for hospital. Among many applications of WSNs,

target tracking is an essential research area in WSNs. We need to track a target quickly as well as find

the lost target in WSN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target tracking method. We also propose an

efficient clustering method and algorithm for targe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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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기술은 환경/생태 감시 분

야는 물론, 에너지 관리 분야, 물류/재고 관리 분야,

전투 지역 관리 분야 및 의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

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는 계산 능력을 가진 초소형 장치 센서 노드들로 구

성된 네트워크이며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온도, 습도,

오염 정보, 위치 정보 등)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센서

노드들은 센서 필드에 조밀하게 배치되며 미리 그 위

치가 정해지지 않는다. 센서 필드에서 통신은 노드들

이 스스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모든 노

드는 단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1] [2]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

는 측위(target tracking)인데, 측위는 군, GIS 그리고 스

마트 폰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측위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개인

이나, 차량 또는 목표물은 이동하는 물표가 되며 센서

노드의 감지 능력을 가진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조사

하여 추적할 수 있다. 이동하는 대상의 위치나 좌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조사한 다음 참고하는 장소와

시간대 별로 비교하여 물표의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제시한다. 어떤 대상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을 고래해야 한다. [3] [4]

○ 지속적인 감시

○ Broadcasting

지속적인 감시는 움직이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Broadcasting은 이동하는 대상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보고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논문에서는 거리와 에너지 등을 고려한 클러스

터링과 위치를 예축하는 프로토콜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기지국(Base Station)에서 침입자나 이동 중인

객체를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클럭스터링과 위

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관련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싱크 노드와 수백 수천 개의 센서 노드로

구성된다. 싱크 노드는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센서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외부로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센서 노드는 초소형 저가격 저

전력을 요구하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트랜

시버 컨버터, 그리고 다양한 센서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는 감지 센서를 통하여 감지된 정보를 주변 노드

를 통하여 싱크 노드에 전송하고, 또 다른 센서 노드

들의 정보를 중계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싱크 노드

는 센서 노드로부터 감지된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외

부 네트워크에 전달하거나 외부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컨트롤 정보를 센서 노드에 전달해 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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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구조

계층적 라우팅 프로토콜은 클러스터라는 작은 영역

들로 센서 네트워크를 분할하고, 각 클러스터에는 클

러스터 헤더가 존재하여 클러스터 멤버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를 모아서 목적지노드에 전달하는 라

우팅기술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노드들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되고 아래쪽의 노드들은

센서 노드들이 된다. 노드들의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고 노드들에 의해 싱크 노드들에 전달되

고 싱크 노드를 이용하여 랩-톱이나 모바일 폰들과

통신할 수 있다.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는 멀티-홉 전파 연결

을 이용한 메시 구조 대신에 무선 노드들 사이에 싱

글-홉 전파 연결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이다. P2P 또

는 점 대 점 네트워크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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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방식을 사용한다. 모든 노드는 이웃한 노드들

과 통신할 수 있고 이웃 노드들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1] [2] [6]

LEACH(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인접한 센서 노드들

의 데이터 유사성 특성으로 인한 정보의 중복 전달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클러스터 헤드는 데

이터 병합(data aggregation)을 수행한다. [5] [6]

LEACH는 데이터 병합을 수행한 다음 싱크 노드로

직접 전송하여 에너지 소비가 큰 클러스터 헤드를 라

운드(round)라는 시간 단위 마다 균등하게 교체하여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한다.

3. 클러스터링 기법과 측위

제안 클러스터링 기법은 전파범위를 기반으로 하며

주로 클러스터 헤더선정, 싱크 레벨링, 클러스터 헤더

레벨링, 그리고 클러스터 형성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동작한다.

3.1 클러스터 헤더 선정

제안 기법에서는 헤더 선정은 LEACH을 기반으로

노드의 잔존 에너지, 연결도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수

등을 고려한다. 즉 전체 네트워크에 배치된 노드들 중

에서 클러스터 헤드가 선출될 확률이 높은 노드는 주

기적으로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노드의 잔존 에너지와

연결도를 높게 한다. 모든 노드들을 자발적으로 클러

스터 헤드 선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

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클러스터 헤더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각 노드 자신의 잔존 에너지( E r esi)와 초기 에너지

( E init) 비율로 나타낸다. 클러스터 헤드 노드 선정

을 위한 임계값( T)은 계층적 네트워크를 위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p는 전체 노드에

서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비율을 의미하고  는 i

번째 노드의 잔존 에너지 비율을 의미한다.

T(i)=
p

1-p(r mod 1
p )
×
E r esi

E init
(식 1)

T는 (식 1)을 통해서 0과 1사이의 범위에 있는

임계값을 계산한다. 각 노드는 T의 임계값을 계산한

후에, 0과 1사이의 난수와 비교한다. 이 때, T의 임

계값이 생성된 난수보다 크면 노드는 스스로 현재 클

러스터의 헤드가 된다. 그리고 인접 노드들에게 자신

이 클러스터 헤드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3.2 싱크노드 기반의 레벨링

싱크 노드기반 레벨링은 우선 (그림 2)에서 보여주

는 패킷 구조로 싱크노드 정보를 이용하여 싱크 레벨

링 메시지를 생성한다. DataType은 “00”으로, NID와

CH_ID는 싱크노드 식별자로, 잔존 에너지 값, SL 값,

CHL 값 그리고 Link 값은 모두 0으로 초기화 한다.

그다음 (그림 2)에서와 같이 싱크 노드 기반 레벨링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싱크 레

벨 값을 회득하며 또 자신과 인접해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표 1)에서 보여주는 속성정보로 라

우팅 테이블을 구성한다.

DataType NID E_residue SL CH_ID CHL Link

(그림 2) 레벨링 패킷 구조

속성필드 설  명

NID 유일한 노드 식별자

SL SL(Sink_Level)싱크노드 기반의 레벨 값

CH_ID 클러스터헤더노드의 ID 자신일 경우 Null값

CHL 위 클러스터헤더를 기반으로 한 레벨 값

Link 전파범위내의 노드 수

E_residue 노드의 잔여 에너지 값

<표 1> 라우팅 테이블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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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클러스터 헤더기반 레벨링

클러스터 헤더기반 레벨링은 싱크 레벨링이 끝난

후 시작한다. 헤더 레벨링 메시지 구조는 싱크 레벨링

메시지 구조와 같으며 단 메시지 내용에서 DataType

값만 “01”인 것이 구별되며 헤더 기반 레벨링에서는

클러스터 헤더 식별자 및 레벨 값을 중심으로 레벨링

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 각 노드의 라우팅 테이블을

갱신한다.

3.4 클러스터 범위 선정

모든 일반 노드는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 헤더 레

벨, 싱크 레벨, 연결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클러스터

헤더에 멤버로 가입한다. 우선 싱크 노드도 하나의 클

러스터 헤더로 간주한다. 헤더 레벨이 가장 작은 클러

스터 헤더의 멤버로 가입하고 만일 가장 작은 헤더레

벨이 중복이 있으면 헤더 중에서 싱크레벨을 낮은 클

러스터 헤더의 멤버로 첨가한다. 헤더의 싱크레벨도

동일할 경우, 헤더 레벨 메시지를 먼저 받은 클러스터

헤더의 멤버로 된다. (그림 3)과 같이 클러스터링 과

정을 끝난 다음의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CH_3

CH_2

CH_1

Sink

CH_3

CH_2

CH_1

Sink

CH_3

CH_2

CH_1

Sink

(그림 3) 클러스터링 결과

위의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찾아낸

다. 다음 가능한 목표물의 위치는 측위 모델을 이용하

여 계산할 수 있다. 전 단계의 정보는 다음 단계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 단계의 정

보를 이용하여 다음 목표물의 위치를 찾아낸다. [7]

[8]

3.5 측위

다음 가능한 표적의 위치는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적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을

측위라고 정의한다.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다음 위치

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적의

다음 위치를 계산한다. 예측은 선형 형태를 이용하여

추측한다. 번째의 표적의 위치가 좌표   로

나타난다면   번째의 좌표는     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계산은 중요한 두 개의 인수 즉,

표적의 속도와 방향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만일 예측

한 표적이 현재 클러스터 안에 있으면 현재의 클러스

터를 기지국에 보고하고, 현재의 클러스터 안에 존재

하지 않으면 예측한 표적의 좌표에 가장 인접한 클러

스터 헤드를 기지국에 보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표적의 위치를 찾고, 탐색이 끝나면 현재의 클러

스터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휴면

(sleep) 모드로 변환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저, 임의로 선택한 무선의 센서 노드들을 이용 하여

선택한 모든 노드를 사이의 평균 차이(dissimilarity)

를 구한 다음, 평균 차이가 가장 작은 노드를 구한

다. 이 값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음 클러스터 헤드와 기지국은

대상이 되는 표적의 위치를 공유한다. 정보를 공유한

후에, 표적이 되는 객체의 헤드들로부터 기지국까지의

정보를 수집하여 표적 대상을 만든다.

표적의 위치를 전송하는 범위의 제한성 때문에 표

적물을 성공적으로 측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한다. 표적이 클러스터의 경계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적과 노드들 사이의 거리

를 계산할 수 없다.

정의 1 : 메도이드(medoid)는 객체들의 집합에 속

하는 객체들에 대하여 집합에 속하는 모든 다른 원소

들과의 평균 차이가 최소가 되는 객체를 나타낸다.

앞에서 정의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표적의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의 평균과 중심 대신에 메도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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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범위 밖에 있는 표적을 찾아낸다.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헤드

들을 이용하여 개의 메도이드들을 생성하여 범위 밖

에 있는 객체를 나타낸다. 따라서, 메도이드는 항상

객체들의 집합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

여 추적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Read Number_of_Nodes

2. Perform CLUSTERING

Step 1 : CASE of CLUSTERING

Target Detected : Prediction

Target Lost : Target Recovery

Prediction (using medoids)

Determine exact location

Send location to Base Station

(그림 4) 측위 및 회복 알고리즘

클러스터 네트워크에서 측위를 다음 그림들을 이용

하여 설명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노드들과, 클러

스터 헤드 그리고 기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은

원은 표적물을 나타낸다. 클러스터 헤드는 지역 정보

를 수집한 후에 기지국이 있는 서버에 정보를 보낸다.

그림에서 검게 나타낸 원은 표적이 된다. (그림 6)은

표적이(검은 원) 클러스터의 경계 밖에 있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 위에서 정의한 메도이드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 표적을 클러스

터 안에 포함시키도록 (그림 7)과 같이 변형한다. 이

런 방법으로 사라진 표적을 클러스터 안에 포함시켜

표적을 측위할 수 있다.

측위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이

나, 항공 교통 제어 그리고 자연 재해 등에 무선 통신

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 클러스터 내의 표적 추적

(그림 6) 표적이 클러스터 밖으로 이동

(그림 7) 새로운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헤드를

이용하여 표적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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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 기법과 멀티-홉 기법 비교

4. 실험 및 성능 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설정

이 논문에서는 제안 기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MATLAB R2008b를 사용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새로운 클러스터 헤더 선정, 클러스터링

기법 및 이를 기반으로 라우팅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

고 LEACH을 비롯한 멀티 홉 기법 등 기존 기법들과

비교분석 하였다.

(그림 8) 전파범위기반의 제안 기법과 멀티

홉 기법의 통합결과

(그림 8)을 보면 멀티 홉 기법과 제안 기법을 통합

하여 분석하여보면 멀티 홉 기법은 전파범위 변화에

네트워크 수명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제안기법에서는

약 10라운드 안팎으로 멀티 홉 기법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제안 기법이 멀티 홉 기법보다

50라운드에서 100라운드 시간정도의 네트워크 수명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센서 노드의 생존 시간은

FND(First Node Dies)와 LND(Last Node Dies)을 이

용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FND값은 크게 벌어지지만

LND는 모두 서로 비슷하다. 즉 제안 기법이 멀티 홉

기법보다 전파범위 기반 변화 실험에서 에너지 효율

성이 10%정도 향상되었음을 (그림 9)에서 보인다. 제

안한 클러스터링에 의해 (그림 5)에서 (그림 8)까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표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5. 결 론

최근 저-전력 통신과 관련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는 다양한 센서들과 접목하여 저 비용(low-cost)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가 군사적인

목적에서부터 환경/생태 감시 분야, 에너지 관리 분

야, 물류 관리 분야, 전투 지역 관리 분야, 의료 모니

터링 분야, 보안, 헬스 케어 등의 응용 분야까지 크

게 확장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

율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측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 기법

은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하여 에너지 소비

의 최적화가 가능하며 또한 실제 무선 센서 네트워

크 구축과 실현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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