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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내에서 연속 인 스트림 쿼리에 한 에 지 효율 인 계

층  구조를 가지는 클러스터 기반 라우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클러스터 헤드 신에 기지국에 

메시지를 송하는 역할을 헤드-집합에서 일정하게 담당하게 함으로써 에 지 사용에 있어 효율 인 라우

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로 인해서 제안한 방법은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ABSTRACT

A cluster-based routing with a hierachical structure for continuous query stream ubiquitous sensor network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method realizes high energy-efficiency by using a head-set instead of head 

for transmitting node-messages to a base station. By using head-set, the method make network lifetim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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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는 일반 인 무선 로토

콜과는 달리 매우 많은 배터리 원을 가지는 장치로 

구성되기 때문에, 에 지 효율 인 네트워크 로토콜

의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1][2]. 유비쿼터스 센서 네

트워크의 핵심 동작은 네트워크 노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분석과 처리에 

해서 기지국에 필요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하는 

센서 노드들이 메시지를 기지국에 송하기 해서 

두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Ⅱ.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한 

계층구조 클러스터 기반 라우

클러스터의 구성은 매 라운드과정에서 각 센서노드

들의 에 지 소비를 효율 으로 분산한다. 라운드

(Round) 과정은 선출 상과 메시지 송 상의 2 

단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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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출 상

n개의 센서로 구성된 USN에서 클러스터의 최 화

된 수를 개라 하면 일정하게 분포된 클러스터에 

해서, 각 하  클러스터는 개의 노드들을 포함한

다. [3]의 무선 통신모델로부터, 클러스터 헤드에 의해

서 소비되는 에 지는 식(1)과 같다.

  




  (1)

식(1)은 고 메시지와 센서노드들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해서 소비되는 에 지를 나타낸다. 일반 

센서 노드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 지는 식(2)와 같

다.

   
  (2)

 

식(2)에는 센서노드들이 k개의 클러스터 헤드로부

터 메시지를 수신하기 해서 소비되는 에 지와 클

러스터 헤드를 결정하기 해서 메시지를 송신하는데 

소비되는 에 지를 포함하고 있다.

2.2 메시지 송 상

[3]의 무선 통신모델로부터 클러스터 헤드에 의해

서 소비되는 에 지는 식(3)과 같다.

 

   
 


 




(3)

여기서 m은 헤드-집합의 구성원의 수를 나타낸다. 

식(3)은 클러스터 헤드가 기지국에 메시지를 송하기 

해서 소비되는 에 지와 센서 노드들로부터 데이터

를 수신하는데 소비되는 에 지를 포함하고 있다.

    
 (4)

센서 노드들의 일정 분포와 USN 반경 M를 가지는 

순회 클러스터에 해서, d4의 평균값은 식(5)과 같이 

나타낸다.

  
 



(5)

식(4)는 식(5)를 입하면 식(6)과 같다.

    




 (6)

1번 반복에서, 개의 데이터 임이 기지국에 

송된다. 각 클러스터에 의해서 송되는 임은 

이다. 개의 임이 하나의 클러스터의 

개의 노드들에서 일정하게 분할된다. 각 클러스터 

헤드 임 송은 개의 노드 임이 요

구된다. 간략화를 해서, 식(7)와 (8)을 정의한다.

 











 



 ,  





















 

(8)

각 클러스터의 데이터 송 단계에서 에 지 소비

는 식(9)과 식(10)과 같다.

   (9)

   (10)

2.3 클러스터 수의 최 화

어떤 클러스터에서, 기지국에 집약된 메시지를 

송하는데 소비된 에 지는 식(11)과 같다.

  

   (11)

k개의 클러스터에서 소비된 총 에 지는 식(12)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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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2)에 의 식(11)과 식(3) 그리고 식(4)를 입

하면 식(12)은 식(13)과 같다.

  
 






 

(13)

식(13)에 한 각 클러스터내 임 에 지의 소

비가 최소화되는 최 화된 k를 식(15)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5).

Ⅲ. 시뮬 이션 결과

 그림 1은 헤드-집합의 크기에 해서 최 화된 클

러스터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기지국은 d=200[m]이

고 노드수는 2000개당 하나가 있는 조건이다. 헤드-집

합의 크기는 1에서 20정도까지 변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헤드-집합의 크기가 20일때 클러스터의 수의 최

화된 수는 략 16개 정이며 이 그래 를 통해서 

클러스터 수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 클러스터의 최 화된 최 수
Fig. 1 Maximum optimum number of clusters

그림 2는 기지국으로부터 거리와 헤드-집합에 해

서 최  클러스터 크기의 변화를 보여 다. 이는 큰 

클러스터 크기들은 크기가 큰 헤드-집합의 값에 해

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헤드 -집합이 

작을 때 단지 작은 수의 클러스터만이 가능하다. 게다

가, 기지국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될 때 에 지의 소

비는 장거리 송을 해서 더 커진다. 그 결과, 동일

한 헤드-집합 크기에 해서 최  클러스터 수는 기

지국과의 거리가 증가될 때 감소한다.

그림 2. 기지국과의 거리와 헤드-집합 크기에 한 
클러스터 크기

Fig. 2 Cluster size with respect to distance from the 
base station and the head-set size.

그림 3는 클러스터 수에 한 에 지 소비를 보여

다. 그림 3의 결과는 에 지 소비는 클러스터 수가 

증가하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에

지 소비에 한 감소율은 헤드-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다는 것을 보여 다. 즉 에 지 소비는 헤드-집

합의 크기가 1일 때와 비교해서 헤드-집합의 크기가 

5일 때 제일 낮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 최 화된 최  크기의 클러스터 수
Fig. 3 Maximum optimum number of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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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제안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 한 라우  

방법은 에 지 소비를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가상 

헤드-집합에 해서 클러스터 수와 크기에 해서 에

지 소비가 어듦을 보여 다. USN에 해서 만약, 

더 많은 노드들이 LEACH와 같은 환경에 더해진다면 

모든 노드들은 유사하게 취 되고 여분의 노드들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안한 알고리즘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센서노드들

의 수는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고 제어와 리 

노들의 수가 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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