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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 수명 최대화 알고리즘

(Energy-Aware System Lifetime Maximization Algorithm

in Multi-Hop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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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addresses the system lifetime maximization algorithm in multi-hop sensor 

network system. A multi-hop sensor network consists of many battery-driven sensor nodes that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o gather, process, and communicate information using wireless 

communications. As sensor-driven applications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our lives, we 

propose a energy-aware scheme where each sensor node transmits informative data with 

adaptive data rate to minimize system energy consumption. We show the optimal data rate to 

maximize the system lifetime in terms of remaining system energy. Furthermore, the proposed 

algorithm experimentally shows longer system lifetime in comparison with greed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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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전쟁 지역의 일시적인 감시와 

같은 군사용이나 안전 관리, 재난 관리와 같은 실생

활용으로 많은 사용이 가능하다[1]. 이러한 시스템

에서는 한 노드의 센서가 주변 관심 영역의 환경을 

감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최종 목적지의 

노드로 전송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배터리를 활용하므로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

거리 통신은 지양한다. 또한 가혹한 외부 환경에 노

출되어 고장 날 확률이 큰 시스템에서는 주변의 노

드를 통해 멀티홉으로 최종 목적지 노드까지 정보

를 단거리 통신으로 전송하게 된다. 대부분의 센서

들은 일회용으로 배터리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여 

방전하게 된다면 수명이 다해 더 이상 사용 가능하

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사용

이 제한적인 수많은 노드로 구성된 멀티홉 센서 네

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가

능한 많은 정보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터리로 동작하는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시스

템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하여 통신 프로토콜 레이어에서의 제어도 중요하

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에너지 관리가 주로 제

안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저전력 전기회

로 설계, 노드에 로드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파워 

다운 모드 설계, 저에너지 사용으로의 효율적 통신 

모듈레이션 기법 설계 등이 있다[2]. 또한 한 비트

를 전송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이 계산하는데 소모되

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 센서들에서 수집한 

정보를 하나의 클러스터 헤드에서 수집하여 데이터

를 전송하는 클러스터 개념의 센서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3]. 하나의 클러스터 헤

드에 의해 정보 집적과 전송이 이루어 질 경우 그 

클러스터 헤드에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지기 때문

에 클러스터에서 헤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줌으로

써 에너지를 비교적 균등하게 소모시키는 방법도 

보여주었다[4]. 여기서는 클러스터 헤드의 배터리에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더라도 주기적으로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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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Fig. 1 Multi-hop sensor network

헤드를 변경해줌으로써 주변의 노드에 가해지는 로

드를 줄여 시스템의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증명하

였다. 일반적으로 여러 센서들을 통하여 하나의 최

종 센서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우 최종 센서 주변

의 노드들에 큰 로드가 집중된다. 그 이외의 센서들

은 배터리의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체 시스템의 네트워크는 분해되는 에너지 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시스템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10% 미만

의 노드만 에너지가 남게 되는 기법을 이론적으로 

기술하였다[5].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수

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리 논문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센서 노드들의 데이터 레이트를 

적응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스템의 총 에너지와 성

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법을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와 그 네트워

크를 이루고 있는 노드들의 에너지 모델과 파워 모

델을 제시한다. 3장은 2장에서 설계된 시스템 모델

을 가지고 시스템 에너지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면

서 최대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3장의 

시스템 에너지를 고려한 성능 최적화 알고리즘을 

분석적으로 검증해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링

1.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노드의 물리적 전

송 거리의 한계 때문에 특정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

하여 소스 노드에서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수신

하는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 다중 중간 릴레이 노

드를 통해서 데이터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때 중간 

릴레이 노드에 의한 경로는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

지만 이럴 경우 특정 노드에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소모되어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의 네트워크가 분

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적으로 경로의 

변화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소스 노드에서 데스

티네이션 노드까지 한 번에 직접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송신 거리에 따라 기하급수적

으로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

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시스템이

란 센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노드들의 총집합을 의

미한다.

단일 경로를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에서 한 노드

의 에너지 고갈로 인한 경로 차단이 이루어지지만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다른 경로를 동적으

로 찾아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데이터의 이동이 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더욱 

효과적인 통신 수단이 된다. 그림 1은 이를 설명한 

기본적인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

2. 노드 에너지 모델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3가지 노드는 

데이터를 최초로 송신하는 소스 노드, 데이터를 최

종적으로 수신하는 데스티네이션 노드, 중간에서 소

스 노드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송신하여 주는 다중의 릴레이 노드로 이루어진다.

소스 노드의 경우 특정 확률을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 범위  내부에 있는 주변의 릴레이 노드로 전

송한다. 이때 소스 노드는 주변의 릴레이 노드 중에 

최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릴레이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부가적인 에너지 소

모가 있게 된다. 릴레이 노드의 경우 소스 노드 또

는 다른 릴레이 노드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 데이

터를 데스티네이션 노드 또는 다른 릴레이 노드로 

송신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한다. 데스티네이션 노드

의 경우 릴레이 노드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수신하

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되며 이 데이터를 실제로 쓰

기 위하여 처리되는 데에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

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노드는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고 있지 않은 정적인 상태에서도 주변

의 상황을 감지하고 내부 노드의 최소로 필요로 하

게 되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릴레이 노드의 경

우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소스 노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8권 제  6호  2013년 12월                    341

드(), 릴레이 노드(), 데스티네이션 노드()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  ,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  ,  , 과  ,  ,  , 

은 노드의 송신, 수신, 데이터 처리, 정적 상태에서

의 소모 전력과 상태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

2.1 송수신기 파워 모델

송수신기의 에너지 소모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 소모는 파워 앰프( )와 DA컨버터( ), 

믹서( ), 필터( )와 같은 기타 회로( )에서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여기서 통신 채널이 의 분산을 가지는 가우시

안 코드북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통신 노드에서 형

성된 각 채널 에서의 최대 데이터 레이트 는 

의 전송 파워가 할당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7].

    log 


            

여기서 데이터 레이트는 응용계층에서의 데이터 

전송률이다. 이에 따라서 특정 시간  동안 의 

대역폭이 할당된 통신 노드에서 전체 채널의 개수

가 개 형성되었다면 이때 송신되는 데이터 비트수 

와 이에 따라 송신기에서의 최종적인 데이터 레이

트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log 


         

           

             





 
  

 log 


         

는 데이터 레이트에 비례하여 소모되며 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는 0 이상의 값을 갖는 비례상수이다. 또한 파

워 앰프에서 소모되는 파워 의 경우 다음과 같

이 정의할 수 있다[7].

  




  



             

과 는 각각 파워 앰프 출력의 백오프와 드레

인 효율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 , 를 통해

서 최종적으로 송신기에서 소모되는 파워 모델은 

다음과 같다.

                 

     




  



            

수신기의 경우 송신기에서 많은 파워를 소모하

는 파워 앰프가 없지만 데이터를 전동하는 도중에 

생기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저잡음 증폭기(low 

noise amplifier)를 구성하고 있다. 저잡음 증폭기의 

경우 거의 일정한 전류  에 의해 구동

되며 이때 와 는 각각 DC-DC 컨버터의 전송 

효율과 임베디드 시스템 배터리의 구동 전압이다. 

는 DC-DC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로 고

정되며 사용할 경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8]. 

일반적으로 의 경우 매우 작은 값을 가지며 

    ≈  로 는 양의 값을 가진

다[9]. 따라서 수신기에서 소모되는 파워 모델은 다

음과 같다.

                  

2.2 데이터 처리 모듈 파워 모델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모듈은 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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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드 프로세서만으로 제한한다. 임베디드 프로세서

의 경우 동적 상태에서의 파워와 정적 상태에서의 

파워로 구분된다. 데이터 처리 모듈 파워 모델은 동

적 상태만을 고려하며 정적 상태는 “2.3 정적 상태 

파워 모델”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0].

  




           

여기서 은 시스템에서의 로드 캐패시턴스이며 

는 스위칭 주파수로 데이터 레이트 의 영향을 받

는다.

2.3 정적 상태 파워 모델

노드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정적 상태의 경우 최

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상

황에 따른 데이터 레이트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이

기 때문에 정적 상태의 경우 소모되는 파워는 노드

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인 것으로 가

정한다.

                  

여기에는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정적 상태 파워

도 포함한다.

Ⅲ. 에너지 상황을 고려한 성능 최적화

노드는 배터리로 구동되고 배터리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 시간까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의 레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구성을 찾

는 것이 중요하다. 각 노드에서의 에너지를 가장 많

이 소모하는 곳은 통신 회로와 데이터 처리 회로로 

이러한 회로들의 최적의 구성을 결정함으로써 에너

지의 소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성능적인 측면

에서 본다면 전체 시스템의 평균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야 특정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정보가 전달되

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주기적인 충

전이 없는 상태라면 시스템 전체에서 소모되는 에

너지를 가능한 최소화해 시스템의 수명을 증가시켜

야 할 것이다. 이때 번째 릴레이 노드에서 번

째 릴레이로의 데이터 전송은 전체 시스템 노드가 

가능한 균형 있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그래서 

소스 노드에서 데스티네이션 노드로의 경로가 다중

으로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송 범위  내

부에 있는 릴레이 노드 중에 최대의 에너지를 갖는 

노드를 선택한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

              

 
 


⋯


     

여기서 는  번째 릴레이에서 전송 범위  

내부에 있는 주변의 릴레이 노드들을 나타낸다. 


과 
 는 각각 데이터 이동 경로의 릴레이 노드 에

서 현재 남아있는 에너지와 데이터의 송수신 및 처

리에 소모되는 에너지이다. 번의 홉을 거치는 멀

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 소스 노드로부터 번

의 릴레이 노드를 지나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 데

이터를 송수신할 때 전체 시스템에서 소모되는 에

너지 는 다음과 같다.

    
  

 


            

또한 전체 시스템에서의 평균 데이터 레이트 

는 다음과 같다.

 
    

  

 

  


    
  

 


  



        

과 
 는 소스 노드와 데이터 이동 경로의 번

째 릴레이 노드에서의 데이터 레이트를 의미한다. 

∥∥와 ∥∥는 와 에 대한 정규화 

상수이다. 여기서 와 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소스 노드에서 많은 정보를 보내기 위해 

고속의 데이터 레이트로 정보를 전송할 경우 멀티

홉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향상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배터리의 주기적인 교

체가 없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노드라면 이러한 고

속의 전송 방식은 시스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시스템 에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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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한된 에너지 환경 속에서 정보 

전송 방법

Fig. 2 Information transmission scheme in 

energy-constrained environment

그림 3. 시스템 전체에 남아있는 에너지에 따른 

데이터 레이트와 시스템 수명의 상관관계

 Fig. 3 Relationship between data rate and 

system lifetime for remaining system energy

평균 데이터 레이트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의 관계

를 보이고 있으며 시스템의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

는 최적의 데이터 레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소스 노드에서 릴레이 노드를 거쳐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시스템

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간략히 보여주

고 있다.

Ⅳ. 시뮬레이션 및 분석

1. 설정

센서 노드들은 1000m×1000m의 2차 공간에 무

작위로 배치되었으며 각 센서 노드의 전송 범위 

은 최대 75m로 제한한다. 또한 초기 배터리 용량은 

사용으로 쓰이는 일반 AA 알카라인 배터리인 

3600mWh이고 4개의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

용한다. 송수신 후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하여 처리

하는 로직은 임베디드 프로세서로 한정하며 본 논

문은 ARM7 프로세서로 이때 소모하는 파워와 동작 

시간은 파워 모델과 SimpleScalar를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소스 노드 주변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 일어

날 확률은 0.25로 베르누이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

하며 각 노드의 송신기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레이

트 는 최대 50kbps로 제한하며 각 노드당 통신

을 위해 생성되는 채널의 개수 는 1개이다.

2.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시스템 전체 노드의 배터리에 남아있

는 에너지가 각각 100%, 75%, 50% 일 때 데이터 

레이트를 고정해놓고 송수신을 할 경우 시스템의 

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시스템의 수명은 소

스 노드로부터 데스티네이션 노드까지의 경로가 주

변의 릴레이 노드들의 배터리 고갈로 사라질 때까

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

템의 남아있는 에너지에 따라 시스템의 수명을 최

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트가 변화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겠다. 100%의 경우 39kbps의 속도로 송

수신할 때 1310시간의 시스템 수명이 측정되었으며 

75%의 경우 35kbps에서 1008시간, 50%의 경우 

27kbps에서 676시간이 측정되었다. 이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 비교적 고속으로 데

이터를 송수신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에너지가 소모됨

에 따라 시스템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데이터 레이

트를 감소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줄이지만 시스템의 

수명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데이터 레이트와 시스템 수명 사이에는 트레이

드 오프(trade-off)가 존재하여 시스템의 수명을 최

대화하는 데이터 레이트가 있으며 최적의 레이트는

시스템에 남아있는 전체 에너지에 따라 다르다. 따

라서 외부로부터 추가적이 에너지 공급이 없는 멀

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소스 노드에서 릴레이 

노드를 걸쳐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전송되는 데이터

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수명도 최대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남아있는 전체 에너지에 따라 적

응적으로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그리

디 알고리즘 사용에 따른 시스템 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수신한 릴레이 노드가 주변의 후보 릴레이 노드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하여 최적의 릴레이 노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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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된 알고리즘과 그리디 알고리즘에 

따른 릴레이 노드 수와 시스템 수명의 상관관계

 Fig. 4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lay nodes and system lifetime for proposed 

algorithm and greedy algorithm

최대의 에너지를 가진 노드를 선택한다. 즉 본 논문

에서 제안된 알고리즘과 다르게 그리디 알고리즘은 

에너지만을 고려하게 되며 데이터 레이트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디 알

고리즘에 비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이 평균 200시간 

정도 시스템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후보 릴레이 노드들 중에서 데이터 레이트에 따

른 남게 될 릴레이 노드의 에너지를 고려함으로써 

시스템의 에너지를 비교적 균등하게 소모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릴레이 노드의 수가 증가함에 두 

알고리즘 사이의 시스템 수명의 차이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릴레이 노드의 수가 적을 때는 한 

릴레이 노드에서 주변으로 전송할 수 있는 릴레이 

노드의 수가 적어 그리디 알고리즘과 제안된 알고

리즘과 상관없이 동일한 릴레이 노드로 전송되는 

확률이 크지만 많은 수의 릴레이 노드가 배치될수

록 주변의 이웃 릴레이 노드의 수도 많아져 두 알

고리즘의 차이로 전송되는 릴레이 노드가 다르게 

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홉 센서 네트워크에서 시스

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최대의 성능을 구현

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소개하였으며 여기서 

노드들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에

너지 소모 모델도 설계해 보았다. 제안한 알고리즘

은 소스 노드에서 데스티네이션 노드로 전송하는 

사이에 있는 릴레이 노드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릴

레이 노드들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남아있는 에너

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시 소모되는 에너지를 

데이터 레이트와 관계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주었

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수명을 최대화하는 최적

의 데이터 레이트는 남아있는 에너지에 따라 변화

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디자인 타임

에서 최적의 데이터 레이트를 찾는 기법으로 실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계산의 복잡성으

로 인한 극심한 에너지 소모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추후에는 런 타임에서 실시간 환경에 적응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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