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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 으로 Wireless Sensor Networks(이하 WSNs)에서의 각 sensor 노드의 에 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효율

인 에 지의 사용은 매우 요하다. WSNs에서의 통신 에 지를 이기 하여 clustering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표 인 방법으로는 모든 노드들이 random한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cluster-head로 선출되는 

LEACH(Low-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1] 알고리즘이 있다. LEACH는 WSNs에서 고정된 

cluster-head를 사용할 경우 cluster-head로 선출된 노드만 많은 에 지를 소비하므로 체 인 lifetime이 어드

는 문제를 해결하 지만 확률 으로 cluster-head를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cluster-head들의 치가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거나 선출되는 cluster-head의 수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게 비효율 으로 cluster를 구

성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각 노드의 치를 알고 있는 base station에서 매 round마다 에 지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cluster-head를 지정해 주는 방식을 사용한 LEACH-C[2]가 고안되었지만 이는 GPS를 사용해

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WSNs에서 Max k-Cut 

Problem을 기반으로 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cluster-head를 히 분산하여 선출함으로써  에 지 효율 인 

clustering을 하는 앙처리 방식의 새로운 알고리즘 “MCCA : Max k-Cut based Clustering Algorithm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을 제안한다. MCCA는 이웃 노드와의 상 이고 근사 인 거리 정보만을 사용하여 

효율 으로 clustering을 하고 에 지가 은 노드는 cluster-head에서 일정 기간 제외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LEACH보다 에 지 효율이 증 됨을 실험을 통하여 보인다.　

2. 본론

 본 논문의 목 은 cluster-head가 WSNs의 공간 체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선출되어 cluster-head와 

cluster-head가 아닌 노드간의 거리를 여주는 것과 에 지가 은 노드는 cluster-head선출에서 제외시켜 에

지를 모두 소비하여 죽는 노드가 첫 번째로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를 하여 Max 

k-Cut Problem을 사용하여 cluster-head를 선출하고 후자를 하여 에 지가 상 으로 은 노드는 일정 기간 

cluster-head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체 노드의 에 지 사용에 균형을 맞춘다. 

 Max k-Cut Problem이란 그래   에서 에 하여 가능한 모든 partition의 집합을 라고 할 때 식(1)

을 만족하는 개의 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된 partition (∈)을 만드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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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onnegative weight for  ∈                 (1)

 모든 노드가 의 세기 조 을 통하여 자신의 이웃 노드와의 략 인 거리를 측정한 뒤 거리가 멀다면 weight

가 낮고 거리가 가깝다면 weight가 높게 설정을 하여 이 정보를 base station으로 보낸다. Base station에서는 모든 

노드에서 받은 이웃 노드와의 weight값을 이용하여 방향성이 없는 가  그래 를 만들 수 있다. 이 게 구성된 그

래 를 사용하여 Max k-Cut Problem을 용한다면 같은 집합 (   )에 속하는 vertex들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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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집합 (   )에 속하는 sensor 노드들을 같은 round 

(cluster의 구성을 바꾸지 않고 통신하는 시간)에 cluster-head로 선출하면 매 round마다 돌아가면서 선출되는 

cluster-head의 치는 고르게 분포된다. 한 매 round 선출되는 cluster-head의 수가 일정해야 효율 으로 

cluster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Max k-Cut Problem에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partition을 해야 한다.

 
∈

 



                                               (2)

 Max k-Cut Problem을 통하여 나 어진 partition 는 cluster-head를 선출하는데 사용된다. Max k-Cut 

Problem을 통해 얻어진 개의 집합  ⊂ 은 ∪∪⋯∪  이고 ≠∅, ∩ ∅, 

∀∈⋯  ≠ 이다. 번째 round에 집합 에 속하는 노드들이 cluster-head로 선출되었다면 번째 

round에는 집합   에 속하는 노드들이 cluster-head로 선출되게 된다. 같은 집합 에 속하는 노드들끼리

의 weight가 최소가 되도록 하 으므로 이 노드들의 거리는 최 한 멀리 떨어지게 되고 partition 의 집합들에 속

하는 노드들의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체 으로 cluster-head의 고른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다른 노드보다 먼  에 지를 부 소비해 통신이 불가능한 노드가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기 해서는 각 노드의 

에 지를 비슷하게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다른 노드에 비하여 에 지를 많이 소모한 노드는 

cluster-head 선출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을 체 노드의 집합, 를 집합 의 노드들이 가진 평균 에

지라고 하고 를 노드 의 재 에 지라고 하자. Cluster-head 선출에서 제외되는 노드의 집합 는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체노드의 평균 에 지와 제외될 노드의 에 지의 비율을 나

타낸 값으로 1이하의 상수이다. Cluster-head선출에 참여하는 노드의 집합  ′는  ′ 이고  ′에 속하는 노

드를 가지고 Max k-Cut Problem을 사용하여 cluster-head를 선출한다. 이때 는 clustering을 하 을 때 통신 에

지를 가장 게 사용하는 cluster-head의 수 로  ′ 를 나   ′ 로 정해진다.

 Max k-Cut Problem은 NP-hard problem이기 때문에 최 해를 찾기 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WSNs에서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delay가 길어져서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pproximation 

algorithm을 사용하여 polynomial time에 Max k-Cut Problem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MCCA가 LEACH보다 우수함을 보인다. 실험은 normal size area와 large size area

두 부분으로 나 어서 하 다. 모든 노드가 작업을 시작한 후 첫 번째로 에 지를 부 소진하여 죽는 노드가 발생

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lifetime이라고 한다면 그림1과 같이 MCCA는 LEACH보다 lifetime을 연장하 음을 알 수 

있다. Normal size area에서는 약 50%정도, large size area에서는 2배가 넘는 성능 향상을 보 다.

                  

  (a) normal size area                           (b) large size area

그림1. Round에 따른 살아있는 노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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