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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에서 싱크 노드 위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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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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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of the rec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clustering scheme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considered one sink node operation and fixed sink node location without mentioning about any network

application requirements. However, application environments have variable requirements about their

networks. In addition, network performance is sufficiently influenced by different sink node location

scenarios in multi-hop based network. We also know that sink location can influence to the sensor network

performance evaluation because of changed multipath of sensor nodes and changed overload spots in

multipath based wireless sensor network environment. Thus,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re hard

to trust because sensor network is easily changed their network connection through their routing

algorithms.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se schemes need to evaluate with different sink node location

scenarios to show fair evaluation result. Under the results of that, network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re acknowledged by researchers. In this paper, we measured several clustering scheme’s performance

variations in accordance with various types of sink node location scenarios.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clustering scheme that did not consider various types of sink location scenarios, fair evaluation cannot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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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방법들은 센서 네트워크 성능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환경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

나 기존의 실험 진행에 고려하지 않았던 몇 가지 요

소들에 대해 최근에 제안된 논문[1,2]에서 언급하였

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네트워크 성능 평가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또 다른 고려 요소는 싱크 노드의 

위치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성능변화이다. 일반적인 

경우, 센서 네트워크에서 싱크 노드의 위치는 센서 

필드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고정된 형태로서 단일 

싱크 노드의 동작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더욱이,

기존의 방법들[3-9]은 네트워크 성능 평가에 있어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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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노드의 위치가 단일화된 형태로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기존에 진행된 연구[1,2]와 

달리 또 다른 싱크 노드의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성능 평가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존에 제시된 센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들에 더하여 데이터 수집자인 싱크 노드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의 네트워크 상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에 따라 네트워크 수명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이전 연구

에서 언급하였던 공정한 성능평가를 위해 고려되어

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며, 3장에서 제안하는 

싱크 위치의 변화에 대한 네트워크 성능 변화 고려 

여부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싱

크 위치 변화를 토대로 기존의 몇 라우팅 기법에 대

해 실험한 결과를 기존에 실험되었던 결과와 비교하

여 성능 변화를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기존에 진행된 연구[1,2]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공정한 성능 평가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1 타겟 필드에서 센서 데이터 밀도

타겟 필드에서 센서 데이터 밀도는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는 센서 네트워크 필드에서 수집하게 되는 

데이터의 발생 밀집도를 말하며 이는 응용환경에 의

존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기온 측정의 경우 기

온 데이터는 밀도가 낮은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더

라도 전체 센서 필드의 온도변화 측정에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 소수의 노드만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

비를 최소화하면서 네트워크 동작시간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타겟의 

위치 측정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센서노드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위치 특정에 유리하므로 보다 타

겟의 위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에

너지 소비 및 데이터 전송 빈도도 높아지므로 센서 

네트워크 수명 및 동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2 노드가 사용하는 센서의 이벤트 감지 범위

노드에 부착된 센서가 탐지 가능한 이벤트의 커버

리지를 말한다. 먼 곳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탐지 할 

수 있다면 센서의 이벤트 감지 커버리지가 넓은 것이

며 이 경우 서로 인접한 노드의 센서 감지범위가 중

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커버리지가 중첩

된 센서가 많을수록 센서 네트워크 전체의 운용은 

보다 비효율적으로 되게 되며 이는 곧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도 네트

워크 수명 및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 센서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발생 패턴

센서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응용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곧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인한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데이터 패턴으로 일괄

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압축·재처리하여 싱크 

노드에 전송하는 대표적인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수

집 방법인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이러한 데이터 패턴

은 네트워크 성능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로서 적용될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패턴을 

몇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실험 결과 네트워크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 노드가 사용하는 센서가 다수일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한 개의 노드는 한 개의 센서를 

장착한다. 그러나 응용환경에 따라 다수의 센서를 사

용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한 개의 센서보다 다수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 이전에 비해 노드 전력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센서는 그 종류별로 소

비되는 에너지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된다.

3. 싱크 노드의 위치

일반적인 경우, 센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성능

평가는 데이터 수집자인 싱크 노드가 센서 필드의 

중앙이나 외부에 고정된 상태를 가정하여 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특별히 싱크 노드의 

위치를 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싱크 노드의 위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성능평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싱

크 노드의 위치가 충분히 센서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음의 시나리오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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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k node location scenario(inside, center, fix).

비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센서 네트워크 성능 비교를 

위해 우리는 기존에 제안된 몇 가지 센서 네트워크 

라우팅 기법[3-9]을 이용하였으며, 4가지로 구분된 

싱크 노드 위치 시나리오를 정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싱크 노드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3.1 싱크가 센서 필드 밖에 위치하고 이동성은 없는 

경우 

Fig. 1. Sink node location scenario(outside, fix).

위의 그림 1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는 일반적인 센

서 필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이며 대부

분의 경우 위의 구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성능평가

를 한다. 이 경우, 싱크(붉은색 별 표시) 주변의 센서 

노드들은 데이터 전달자로서의 임무도 겸하여 진행

하기 때문에 에너지 홀 문제[9,10]가 발생하여 네트

워크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킬 수도 있다.

3.2 싱크가 센서 필드의 중앙에 위치하며 이동성은 없

는 경우

위의 그림 2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경우 위의 두 

구조로 성능평가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의 경우 그

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네트

워크 동작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3 싱크가 센서 필드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이동성이 

있는 경우

Fig. 3. Sink node location scenario(outside, passing 

beside).

위의 그림 3과 같은 경우는 필드 가장자리에 도로

가 위치하여 차량에 장착된 싱크 노드가 정해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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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지나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의 전형

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필드 가

장자리에 위치한 노드의 에너지 소비율이 급격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아울러 센서 노드는 싱크 노

드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추정하여 데이터를 성공적

으로 전송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여기에 추가

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곧 

데이터의 빈번한 전송과 전달로 인한 네트워크 에너

지 소모를 의미하므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4 싱크가 센서필드 안쪽에 위치하며 이동성이 있는 

경우

Fig. 4. sink node location scenario(outside, passing 

through).

위의 그림 4와 같은 경우는 이동형 로봇에 장착된 

싱크 노드를 이용하여 센서 필드의 특정 지점으로 

이동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용자가 원하

는 데이터를 원하는 때에 수집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로봇을 이용한 이동은 고정적인 위치 이동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센서들은 주기적인 위치 파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싱크 노드로의 데이터 전송 경

로를 확보하는 등의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어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에너지의 소비가 더 발생

하게 된다. 이는 곧 네트워크 에너지의 소비량이 증

가함을 의미하므로 위의 구조도 네트워크 에너지 소

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고려요소들이 센서 네트워

크의 성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의 몇 라우팅 기법들을 이용하여 싱크 노드 위치 시

나리오별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에는 MATLAB

이 사용되었다.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성능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라우팅 기법은 LEACH[3], TEEN[4],

APTEEN[5], ARCT[6], ARCS[7], RRCH[8], Ed-

RCS[9]의 7개 기법이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센서 

노드는 1000개를 기준으로 하였고, 노드의 배치는 센

서 필드에 무작위로 배치되는 구조이며 배치된 이후 

이동성이 없이 고정되는 형태이다. 센서 데이터 전송

률 측정을 위한 데이터 생성 모델은 노드별로 무작위

로 생성되는 데이터 셋을 적용하였다. 노드들 간 데

이터 전송은 노드간 협업을 위한 멀티 홉 전송 모델

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초기 에너지는 동일하다. 싱크 

노드는 자원 제한이 없으며 전송 범위는 전체 네트워

크를 포함한다. 이에 따른 입력 파라미터 값은 표 1과 

같으며 이는 LEACH 기법의 성능평가 환경을 고려

한 것이다.

4.1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성 비교

다음의 그림 5는 싱크 노드의 위치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수집 데이터 정확성 비교 그래프이다. 데이터 

정확성 비교는 최초 생성된 데이터셋의 값과 센서 

노드의 수집과정을 거쳐 싱크 노드로 수집된 데이터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프에 의하면 모든 라우팅 

기법에서 싱크 노드가 네트워크 중앙에 고정되어 있

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싱크 노드가 이동 중이거나 네트워크 외부에 있



(a) (b)

(c) (d)

(e) (f)

(g)

Fig. 5. Data accuracy comparison of (a)LEACH, (b)TEEN, (c)APTEEN, (d)ARCT, (e)ARCS, (f)RRCH, and (g)Ed-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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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Item Value

electric Energy   

amplified energy of free
space model

  


amplified energy of
multipath model

  


scheduling energy    

data aggregation energy =

message length   

number of sensor nodes   

length of a side of the
network field

 

을 때 성능에 영향을 미쳐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볼 때 기법별로 약 10%

내외의 데이터 수집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EACH의 경우 클러스터링 기법의 기본적인 형

태로서 데이터를 재처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싱크 노드의 위치 변화에 따른 데이터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싱크 노드의 위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EEN의 경우 노드 자체적인 데이터 재처리 과정

이 존재하여 데이터 수집률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싱크 노드의 위치를 변화시켰을 경우 

기본 가정인 필드 중앙에 싱크 노드가 위치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예외없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률을 보였다. 이는 이 기법이 싱크 노드가 중앙

에 있음을 가정할 경우 최상의 성능을 보일 수 있음

을 의미하며 다른 시나리오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APTEEN의 경우 LEACH와 TEEN의 하이브리

드 기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데이터 수집률

이 큰 편차를 보이면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잇으며,

이는 싱크 노드 위치 변화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

기법도 TEEN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 수집에 

후처리적 요소가 들어가므로 TEEN과같이 싱크 노

드가 필드 정중앙에 있는 시나리오에서 최상의 결과

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RCT의 경우 날씨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데이터 

수집과 재처리 과정이 있어 무작위 데이터 수집에는 

적합하지 않는 알고리즘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나타

났으며 이는 싱크 노드의 위치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구성 및 데이터 전송 과정

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기법이 싱크 노드가 필드 중앙에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설계된 기법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이 기법은 기본 시나리오 외의 노드 위치 변동에 대

해서는 최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RCS의 경우 지형고도와 데이터 전송 거리 및 

센서 커버리지를 고려한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데이

터를 재처리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ARCT와

는 달리 수집률이 상당히 높게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를 재처리함에 있어 근사값을 배

제한 실 측정값을 전송하도록 한 알고리즘으로 이러

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법도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 그리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이 기법이 이전의 ARCT와 

마찬가지로 싱크 노드가 필드 중앙에 있음을 가정하

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결국 이 기법도 다른 싱크 노드 위치 

시나리오에서 최저의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RRCH의 경우 에너지 비효율적인 재클러스터링

을 완화한 기법으로 기본 동작은 LEACH와 동일하

다. 실험 결과 LEACH에 비해 향상된 에너지 관리를 

보이고 있으나 데이터 재처리 수단의 부재 및 싱크 

노드 위치 변화에 대한 알고리즘 고려가 없어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싱크 노드 위치 변화에 따른 데이터 

수집률 변화가 눈에 띄게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d-RCS의 경우도 기본가정에 싱크 노드의 이동

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법에 비해 클러스터 

헤더의 분포가 균일하게 분산된 형태를 갖고 있어 

싱크 노드의 이동시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

지지 않아 데이터 수집률에 변화가 다른 기법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2 고립된 노드의 발생율 비교

다음의 그림 6은 싱크 노드의 위치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고립 노드 발생률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

프에 의하면 싱크 노드가 센터에 고정되어 있을 때 

RRCH를 제외하고 비교적 낮은 노드 고립률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RRCH는 네트워크 내·외부에 

대한 구분 없이 싱크 노드가 이동하지 않을 때 노드

들 간 네트워크 연결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법에서 싱크 노드



983센서 네트워크에서 싱크 노드 위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g. 6. Node isolation occurrence comparison.

가 노드 외부에 있을 때 그 위치 고정 여부를 불문하

고 노드 고립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기법들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보하는 것

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확률적인 

클러스러링 기법의 문제점이며 확률에 의한 클러스

터 헤더 선정은 노드의 이동성 및 위치에 안정적인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 확률에 

기반한 클러스터링 기법은 결국 좋은 성능 평가 결과

를 위해 네트워크 내부에 싱크 노드가 반드시 배치되

어야 하며, 그럴 경우 비록 싱크 노드가 이동하는 경

우라도 비교적 노드 고립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4.3 사망노드 발생 시점 및 네트워크 잔여 에너지량 

비교

다음의 그림 7는 싱크 노드의 위치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최초 사망 노드 발생시점 및 그 때의  네트워

크 잔여 에너지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의

하면 APTEEN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라우팅 기법에

서 싱크 노드가 중앙에 고정되어 있을 때 가장 낮은 

에너지 소비율을 보이며 사망 노드가 발생하는 시점

도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LEACH, TEEN, 그리고 APTEEN의 경우 라운드

가 지속됨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균형이 비교적 잘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 기법 모두 동일

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

이나 이러한 에너지 소비 균형이 네트워크의 지속시

간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세 

기법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크 노드의 이동성 및 배치 상태에 따른 

고려가 없는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인해 이 부분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노드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RRCH는 기본 알고

리즘이 재클러스터링을 제외하고 LEACH의 그것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재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에서 에너지의 소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노드

의 급격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드 에너지 고갈 현상도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크 노드의 위치 및 이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의 기법과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

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아 에너지 소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RCT와 ACRS의 경우 세부 알고리즘의 차이는 

있느나 기본적인 클러스터링과 재클러스터링, 그리

고 데이터 전송에 있어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 패턴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법들은 에너지의 소비 균형이 아닌 일정 

구역 내에 존재하는 노드들을 대표하는 노드가 순차

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으로 구



(a) (b)

(c) (d)

(e) (f)

(g)

Fig. 7. Dead node occurrence & network residual energy comparison of (a)LEACH, (b)TEEN, (c)APTEEN, (d)ARCT, 

(e)ARCS, (f)RRCH, and (g)Ed-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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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etwork lifetime comparison of (a)LEACH, (b)TEEN, (c)APTEEN, (d)ARCT, (e)ARCS, (f)RRCH, and (g)Ed-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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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에너지 소비 균형을 고려한 기법이므로 노드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소비 균형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위 두 기법 모두 싱크 노드의 위치와 

이동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d-RCS의 경우도 구역별 에너지 소비 균형을 고

려한 기법으로 에너지 관리와 클러스터 헤더 선정,

그리고 데이터 전송 부분을 보완한 기법으로서 취급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노드들로 

구분된 에너지 소비 균형은 올바른 척도가 될 수 없

다. 최초 사망노드 발생 시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싱크 노드의 위치 및 이동성이 네트워크 내 데이터 

전송과 에너지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4.4 네트워크 수명 비교

다음의 그림 8은 싱크 노드의 위치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네트워크 수명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

에 의하면 대부분의 라우팅 기법에서 싱크 노드가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해 있을 때 에너지 소비가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싱크 노드의 이동성 

여부에도 에너지 소비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RCH의 경우 다른 기법에 비해 

싱크 노드의 이동성에 의한 에너지 감소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EACH와 TEEN, APTEEN의 경우 동일한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동작환경도 같아 네트

워크 수명변화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싱크 노드의 

위치 및 이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세 방법 모두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에 비해 최대 30% 이상의 노드가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우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RRCH의 경우는 그 변

화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최대 약 50% 정도의 

노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ARCT와 ARCT는 에너지 고갈노드 발생 그래프의 

경사를제외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유사 알

고리즘을 사용함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비교적 최신

의 기법인 ARCS가 ARCT에 비해 그 변화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ARCS에서 고려하는 데이터 변수가 

많아 데이터를 재처리하는 과정이 많아지며 데이터

를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RCS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ARCT는 상대적으로 고려 요소가 적어 부하가 적어 

보다 완만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

다. Ed-RCS의 경우 고려 요소는 많으나 ARCS에 

비해 발전된 클러스터링 기법과 데이터 전송 알고리

즘의 사용으로 싱크 노드의 위치및 이동성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 노드의 발생률이 보다 완만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클러스터링 기법 및 전송 알고리즘의 

개선은 싱크 노드의 위치 및 이동성의 변화에도 일정 

부분 대처가 가능함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싱크 노드의 위치 변화가 네트워크

의 성능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존에 

제안된 여러 라우팅 기법에 싱크 노드 위치 시나리오

를 변화시켜가며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데이

터 정확도, 고립 노드 발생, 노드 보존 에너지, 네트워

크 보존 에너지와 네트워크 수명 항목에 있어 각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라우팅 

알고리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관련 자료를 확보

하여 해당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검증 기법

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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