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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통신과 센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센서 네

트워크 환경에서 센서의 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기 한 요한 요인 의 하나

이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센서 노드의 력 소모는 헤드(싱크) 노드와의 통신 방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센서의 력 소모를 최소하기 한 새로운 계층  통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역을 네 개의 역으로 구분하고 각 역에서 헤드 노드와 가

장 가까운 노드를 그 노드의 자식 노드로 구성한다. 다음에 더 이상 역이 분할되지 않을 때까지 같은 방법

을 반복 으로 용하여 계층  트리를 구성한다. 각 센서 노드는 이러한 계층  트리를 이용하여 헤드 노드

와 통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결과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 으며 그 결과 

센서 네트워크의 에 지 효율에서 우수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 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and sensor technology, sensor network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have been 

applied. To minimize the power consumption of sensors in sensor network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oder to extend the 

system life. The power consumption of each sensor within sensor network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mmunication method 

between head(sink) node and its nod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hierarchical communication method to minimize the power 

consumption of each sensor. The proposed method divides the area of sensor network into four areas using divide-and-conquer 

method and selects the nearest node to head node in each area as a child node of the node. Next the hierarchical tree in the same 

way is constructed recursively until each area is no longer divided. Each sensor can communicate to head node using this 

hierarchical tree. The propose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 methods through simulation, and showed excellent results in 

the energy efficiency of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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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센서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한 응용이 확  되고 있다[1-5]. 

센서 네트워크는 군사  목 을 비롯하여 보안이나 

재난 비, 의료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의 근이 어려운 지형

이나 험이 존재하는 환경에 센서를 설치하여 다양

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효과 인 리를 할 수 있다. 

상업  는 군사  응용에서 수천 개의 센서 노드들

이 참여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센서 노드들은 제

한 인 하드웨어 구성( 로세서, 메모리 등) 요소를 

가지며 시스템의 생명 주기에 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배터리의 리가 매우 요하다. 센서 노드에 장

착된 배터리는 일반 으로 은 용량을 가지기 때문

에 오랜 유지를 해서는 센서의 에 지 소모량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 로

토콜은  력 기반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이 에  력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구성  통

신 로토콜에 해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6-10]. 본 논문에서는 이들 로토콜 에서 직  

통신과 라우 을 기반으로 하는 최소 에 지 라우  

로토콜을 고려한다. 직  통신 로토콜은 각 센서 

노드가 거리와 계없이 개별 으로 헤드 노드(싱크)

와 통신을 한다. 이 로토콜의 경우 헤드 노드와 먼 

거리에 있는 센서 노드들의 력 소비량이 많아 시스

템의 생명 주기에 향을 주게 된다. 최소 라우  

로토콜의 경우 각 센서 노드는 가까운 거리의 간 

센서 노드들을 경유하여 헤드 노드와 통신을 수행한

다. 이 로토콜은 각 센서 노드와 헤드 노드간의 통

신 시간이 길어지며 헤드 노드에 가까운 노드일수록 

량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단 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로토콜에서 제

기되는 단 을 극복하기 해 계층  에 지 라우  

로토콜을 제안한다. 계층  라우  네트워크를 구성

하기 해 센서 노드들이 포함된 체 역을 먼  

네 개의 역으로 분할하고 가장 심에 치한 센서 

노드를 헤드 노드로 지정한다. 다음에 각 역에서 헤

드 노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치한 노드를 선정하

여 헤드 노드의 자식 노드로 지정한다. 본 연구에서 

센서 노드간의 거리가 알려진 정 인 환경을 고려하

고 있으나 가까운 거리의 센서 노드를 결정하기 해 

주변 센서 노드들로 송받은 의 수신 강도 등의 

변수를 고려한 동 인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에 이러한 차가 분할된 각 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며 각 역은 네 개의 서  역으로 나 어진

다. 각 서  역에서  단계에서 자식으로 지정된 

센서 노드가 기 이 되어 네 개의 자식 노드를 생성

한다. 이러한 과정은 분할된 역에서 더 이상 센서 

노드가 없을 때까지 반복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에 지 소모량을 이  

방법들과 비교를 해 랜덤 센서 네트워크 환경을 구

성하여 MATLAB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다양한 환경의 부분 경우에서 이  방법들에 비해 

에 지 효율성이 향상됨을 보 다. 한 이러한 결과

가 센서 네트워크의 생명 주기의 연장에도 매우 향

을 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통신 방법들에 한 

장단 에 해서 기술하며,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계층  에 지 약 통신 네트워크의 구성 방법

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기

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비교하며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향후 과제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무선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 각 센서 노드와 헤드 

노드가 데이터 송신을 한 몇 개의 라우  로토콜

들이 연구되어 왔다[6-7].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계층  에 지 약 통신 방법의 비교를 해 

직  통신 로토콜과 라우  통신 로토콜에 한 

기본 인 원리를 알아보고 각 방법에 한 장단 을 

기술한다. 직  통신 로토콜과 라우  통신 로토

콜에 한 장단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직  통신 로토콜은 헤드 노드와 통신 시간  

통신 오버헤드를 인다.

라우  통신 로토콜은 센서 노드들의 에 지 

소모량을 분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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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통신 로토콜의 경우, 헤드 노드와 먼 거

리에 치한 센서 노드일수록 에 지 소모량이 

증 된다.

라우  통신 로토콜의 경우, 헤드 노드와 가까

운 거리에 치한 센서 노드일수록 에 지 소모

량이 증 하고, 통신 오버헤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  통신 로토콜의 경우 각 센서 노드는 자신의 

데이터를 헤드 노드와 직  송하는 통신 방법을 사

용한다. 직  통신의 경우 각 센서 노드가 헤드 노드

에게 직  데이터를 송하여 통신 시간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일반 으로 한 센서 노드가 갖는 

에 지 소모량은 송수신 센서의 거리에 의존하게 된

다. 만일 한 센서 노드와 헤드 노드와의 거리가 멀어

질수록 해당 센서 노드는 많은 양의 에 지를 소모하

게 된다. 즉 헤드 노드와 가까운 거리에 치한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모량이 은 반면에 거리가 멀어질

수록 에 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격한 

에 지 소모는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에 여러 연구에서 에 지를 약하는 라우  

로토콜들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13]. 이들 

로토콜에서 각 센서 노드는 헤드 노드에 데이터를 

송하기 해 간 센서 노드들을 경유하며, 간 센

서 노드들은 송 에 지를 최소화 하는 센서 노드가 

선택된다. 여기서 에 지 최소화를 한 변수는 거리

가 주요 요인이 된다. 로서 네 개의 센서 노드 A, 

B, C, D가 있다고 가정하고 센서 노드 A가 센서 노

드 D에 데이터를 송하고자 한다. 노드 B와 C가 D

에게 데이터를 송하기 한 경유 노드로 고려된다

고 할 때, B를 경유한 통신과 C를 경유한 통신 경로

인 A-B-D와 A-C-D의 거리를 비교하여 더 은 경

로를 선택한다. 이러한 방법은 헤드 노드와 거리가 먼 

센서 노드의 송 에 지를 분산하여 소모량을 이

는 장 이 있으나 헤드 노드에 가까운 센서 노드일수

록 송수신을 빈번하게 수행하여 에 지 소모량이 많

게 된다. 한 라우  경로에 포함된 노드가 많아질수

록 통신 속도가 길어지게 된다.

Ⅲ. 제안된 계층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방법

3.1. 4-way 트리 기반의 계층  네트워크 구성

본 장에서는 각 센서 노드들의 력 소모량을 이

기 해 계층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통신 방법

을 설명한다. 2장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직 통신 방

법은 모든 센서 노드들이 헤드 노드와 직  통신을 

하기 때문에 헤드 노드와 멀리 떨어진 노드일수록 

력 소모량이 심하다. 라우  통신의 경우 각 센서 노

드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노드를 경유하여 헤드 노

드에 데이터를 송하기 때문에 헤드 노드에 가까운 

노드들이 력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두 방법에서 각 

센서 노드의 력 소모의 주요 요인은 통신 노드들 

간의 거리와 경유 통신 횟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요인을 고려하여 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한 새로운 방식의 계층  센서 네트워

크의 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센서 네트워크는 응용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설

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설명을 

쉽게 하기 해 평면의 구조를 가정한다. 먼  그림 1

에서 보인 것과 같이 랜덤하게 센서 노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 체 역에서 가장 심에 

치한 센서 노드를 헤드 노드로 선정한다. 다음에 

체 역을 네 개의 서  역으로 나 다. 각각의 

역은 균등한 크기로 나 어진다. 체 크기의 심을 

지나는 하나의 축을 x축으로 보았을 때, x축과 수직

의 특성을 가지고 체 크기의 심을 지나는 y축 선

정한다. x축과 y축을 기 으로 분할되는 각각의 역

을 균등한 4가지 역으로 지정한다. 센서가 2차원 평

면 구조에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 으므로, 

각각의 균등한 역에는 유사한 개수의 센서가 분포

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그림 1. 랜덤 센서 네트워크 
Fig. 1 Example of random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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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균등하게 분할된 각 역에서 헤드 노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드들을 선택하여 헤드 노

드와 연결한다. 그림 2는 헤드 노드가 선정되어 네 

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서 노드를 선택하

여 연결된 를 보여 다. 이러한 과정은 분할된 각 

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된다. 그림 3의 경우는 

네 개로 분할된 각 역을 다시 네 개의 서  역, 

총 16개의 역으로 분할된 를 보여 다. 그림 2의 

각 역에서 헤드 노드와 연결된 각 센서 노드가 기

이 되어 다시 분할된 각 서  역에서 가까운 거

리에 있는 노드를 연결한다.

그림 2. 첫 번째 단계의 결과 
Fig. 2 Example of first step's result

그림 3. 두 번째 단계의 결과 
Fig. 3 Example of second step's result

그러면 그림 3에서 보인 것과 같이 각 센서 노드들

이 계층 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계층  구조를 트리 

형식으로 표 한 결과는 그림 4에서 보인 것과 같다. 

그림 4의 계층  트리에서 루트 노드는 헤드 노드가 

되며 각 단계 마다 네 개의 역으로 구분하 기 때

문에 각 노드는 많아야 네 개의 자식 노드를 갖게 된

다. 그림 1에서 센서 노드들은 두 단계의 분할 과정을 

거치면 그림 4에서 보인 것과 같은 계층  트리를 구

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분할된 블록에 더 이상 

노드가 없을 때까지 반복되며 분할된 횟수에 따라 계

층  트리의 높이가 달라진다.

그림 4. 4-way 트리 기반의 계층  트리 구성
Fig. 4 Configuration of hierarchical tree based on 

4-way tree

3.2. 통신방법

 에서 구성된 계층  트리를 활용한 통신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헤드 노드가 갖는 데이터를 

모든 센서 노드에 로드캐스트 하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각 센서 노드가 갖는 데이터를 헤드 노드로 

송하는 것이다. 헤드 노드의 데이터를 모든 노드에 

로드캐스트 하기 해서는 헤드 노드가 자식 노드에 

데이터를 송하고 이를 받은 자식 노드는 다시 자신

의 자식의 노드에 송한다. 이러한 과정을 단말 노드

까지 반복하면 모든 노드는 헤드 노드에서 송된 데

이터를 갖게 된다. 반 로 각 센서 노드의 데이터를 

헤드 노드에 송하기 해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부

모 노드에 송하고 이 데이터를 받은 노드는 다시 

자신의 부모 노드에 송한다. 이러한 과정은 계층  

트리를 활용하여 송된 데이터가 헤드 노드에 도달

될 때까지 반복된다.

만일 랜덤 센서 네트워크 내에 개의 센서 노드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할된 각 서  역에 센서 노드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계층  트리

의 높이는 log이 되나 센서 노드들이 극단 으

로 일렬로 배치될 경우 트리의 높이는 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헤드 노드의 정보를 모든 센서 노드들에 

로드캐스트 하기 해서는 log에서   사

이의 시간을 갖는다.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센

서 노드들이 정해진 구역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

되기 때문에 평균 으로 log  시간에 로드캐

스트가 이루어 질수 있다. 각 센서 노드의 정보가 헤

드 노드에 송되기 한 시간의 경우도 같은 개념이 

용된다. 일반 으로 이러한 계층  트리는 각 역

을 몇 개로 분할하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의 역을 가질 경우 트리의 높이는 log에서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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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 지 잔량을 고려한 계층  트리의 갱신

MTE 라우  통신 방법은 헤드 노드에 가까운 

치의 노드가 더 많은 데이터 메시지를 받아서 헤드 

노드에 송한다. MTE 방법의 경우, 헤드 노드에 가

까울수록 노드가 데이터를 달하기 한 노드로 다

수 선택될 확률이 높고, 달을 하여 수신된 메시지

들과 자신의 메시지를 통합하여 다시 송신하기 때문

에 송 활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헤드 노드

에 가까운 치의 노드들은 에 지를 빠르게 소모하

게 되고, 에 지를 다 소모하게 된 노드는 통신 기능

을 하지 못한다. 

특정 노드의 격한 에 지 소모량 증가는 시스템

의 체 수명 시간을 짧게 이는 연쇄 상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데이터 송에 한 신뢰

성을 하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HTE)의 

경우도 MTE 라우  방법과 마찬가지로 계층  트리

에서 상  벨의 노드일수록 에 지 소비량이 증가

하여 MTE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체 수명을 연장하려면 에 지 잔량을 고

려하여 계층  트리의 노드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노드의 격한 에 지 소비의 

증가로 인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데이터가 

달되는 경로 내의 각각의 노드가 주어진 한계 값 이

상으로 에 지를 소비했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계층

 트리 내의 노드가 미리 정해진 한계 값 이상으로 

에 지를 소비했다고 단되면, 에 지가 남아 있는 

노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아 자신을 

체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Ⅳ. 실험결과  평가

4.1. 에 지 소모량 비교 모델

본 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비교를 해 직  통신 

로토콜과 라우  로토콜의 에 지 소모량에 한 

개요를 설명한다. 직  통신 로토콜을 사용할 경우 

각 센서 노드는 그 자신의 데이터를 헤드 노드에 직

 송한다. 이런 경우 한 노드와 헤드 노드의 거리

가 멀어질수록 경우 에 지 소모량이 많아져서 시스

템의 수명 시간을 이게 된다. 라우  로토콜을 사

용할 경우는 각 노드의 데이터가 자신과 가까운 간 

노드들을 거쳐 헤드 노드에 송된다. 이런 경우 헤드 

노드와 가까운 노드일수록 에 지 소모량이 많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과 이  방법의 비교

를 해 [7]에서 기술된 에 지 소모량 평가 모델을 

사용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신 는 수신 회로를 동작하기 한 에

지 소모량 (nJ/bit)

  : 송신기 앰 리 이어의 에 지 소모량

   : 거리 d인 송신기에 k비트를 송하기 

한 수신기의 에 지 소모량 

  : k비트를 받기 한 송신기의 에 지 소모량

  : 직  통신 로토콜의 에 지 소모량

  : 라우  통신 로토콜의 에 지 소모량

한 센서 노드가 거리 d인 노드에 k비트를 송하

기 한 직  통신 로토콜을 사용한 에 지 소모량

은 (1)과 같이 정의된다. 

  
 (1)

라우  통신 로토콜에서 각 센서 노드는 자신의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노드에서 송하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헤드 노드에 송된다. 이 

로토콜에서 각 센서 노드 사이의 거리가 d이며 n개 

라우  노드를 가질 경우 k비트를 송하기 한 에

지 소모량은 (2)와 같이 정의된다. 다음 의 시뮬

이션에서 이 통신 방법을 MTE로 표 한다. 

 × ×

     
 (2)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계층  트리 방법은 매 단계에

서 4개의 블록으로 나 어지는 계층  트리를 사용하

기 때문에 체 노드의 수가 n개일 경우 최장의 라우

 경로는 log이 된다. 이런 경우 제안된 로토콜

에서 각 센서 노드 사이의 거리가 d이며 k비트를 

송하기 한 에 지 소모량은 (3)과 같다. 다음 의 

시뮬 이션에서 이 통신 방법을 HTE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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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log  (3)

의 평가 모델에서 거리 d는 일정하다고 가정하

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뮬 이션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 다.

4.2. 실험결과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층  트리를 사용한 통신 방

법에 한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그림 5와 같이 

100개의 센서 노드를 갖는 랜덤 센서 네트워크를 생

성하 다. 모든 노드에서부터 데이터의 송이 이루어

지고, 각 송된 데이터는 가장 심에 치한(x=0, 

y=0) 헤드 노드가 수신하도록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 하 다. 시뮬 이션에서 에 지 소비량을 

측정하기 하여 메시지의 수신과 송신이 일어날 때 

  = 50 nJ/bit를 소요하고, 트랜스미트 증폭기가 

실행될 때 = 100 pJ/bit/m2가 소요된다고 가정하

다. 

그림 5. 100개의 센서 노드를 갖는 랜덤 네트워크
Fig. 5 Random network with 100 sensor nodes

그림 6과 그림 7은 네트워크의 지름이 5m×5m부터 

500m×500m의 크기로 변화하고, 가 10nJ/bit에서 

100nJ/bit까지 변화함에 따라 직  통신 방법과 MTE 

라우  방법,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HTE)

의 총 에 지 소비량이 변화되는 그래 를 보여 다. 

이 때, 각 센서 노드는 2000bit의 데이터 패킷을 헤드 

노드에 송한다고 가정하 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HTE)이 평균 으로 직  통신 방법과 

MTE 라우  방법에 비하여 총 에 지 소모량이 작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 100개의 센서 노드를 갖는 랜덤 네트워크에서 
직  통신 방법과 제안된 방법(HTE)의 총 에 지 

소모량 비교
Fig. 6 Comparison of total energy dissipated in 

random network with 100 sensor nodes using direct 
communication protocol and the proposed 

protocol(HTE)

그림 7. 100개의 센서 노드를 갖는 랜덤 네트워크에서 
라우  방법(MTE)과 제안된 방법(HTE)의 총 에 지 

소모량 비교
Fig. 7 Comparison of total energy dissipated in 
random network with 100 sensor nodes using MTE 
routing protocol and the proposed protocol(HTE)

그림 6은 직  통신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법의 총 에 지 소비량을 비교한 그래 이다. 가 

크고 네트워크의 지름이 짧을수록 직  통신 방법의 

총 에 지 소비량이 게 나타나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  통신 방법은 네트워크의 지름이 

클수록 총 에 지 소비량이 격하게 증가한데 반하

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비교  완만한 경사를 

지닌 에 지 소모량의 결과를 보 다.

그림 7은 MTE 라우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HTE)의 총 에 지 소비량을 비교한 그래

이다. 평균 으로 MTE 라우  방법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에 지 소비량이 작아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MTE 라우  방법은 의 값이 커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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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총 에 지 소비량이 증가하 다. 그에 반해,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변화량에 따른 에 지 소

모량에는 비교  완만한 모습을 보 으나, 거리에 따

른 에 지 소모량이 MTE 라우  방법에 비교하여 더 

민감함을 보 다. 따라서 가장 효율 인 로토콜은 

네트워크 환경이나 송수신 에 지 소모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부분 효율

이며 안정 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8은 세 가지 방법에 따라 반복 인 데이터 

송을 시뮬 이션 하 을 때, 에 지를 모두 소비한 센

서 노드를 나타낸 그래 를 보여 다. 각 센서 노드는 

기에 0.5J의 에 지를 가졌다고 가정하여 200회의 

반복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에 지가 변화되는 결과

를 확인하 다. 헤드 노드가 x=0, y=0 지 에 치한 

것을 고려하 을 때, 직  통신 방법은 헤드 노드에서 

먼 노드부터 에 지를 모두 소비하기 시작하 고, 

MTE 라우  방법은 헤드 노드와 가까운 노드부터 에

지를 모두 소비하기 시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그림 8. 각각의 노드가 0.5J의 에 지를 가졌을 때 
200회의 반복 후 에 지가 남은 노드(원으로 표시)와 
에 지를 모두 소비한( 으로 표시) 노드를 나타낸 
그래 . 상-(a) 직  통신 방법, -(b) MTE 라우  

방법, 하-(c) 제안된 방법(HTE)
Fig. 8 Sensors that remain alive (circles) and those 
that are dead (dot) after 200 rounds with 0.5 J/node 
for (a) direct transmission, (b) MTE routing, and (c) 

HTE routing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경우 200회의 반복이 

끝난 뒤, MTE 방법과 유사한 결과인 헤드 노드와 가

까운 곳의 노드들이 에 지가 소비되는 경향이 있지

만, MTE 라우  방법에 비하여 분산된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MTE 라우  방법에서 헤드 노드와 가까운 노드들

의 에 지가 먼 노드들에 비하여 더 빨리 소비되는 

경향을 가지는 이유는 해당 구역 내 서  트리를 구

성하는 노드의 치가 헤드 노드를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 설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뮬 이션에서 트리의 노드가 한계  미만으로 에

지를 소비했을 때, 인근의 노드로 트리의 노드를 체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기 때문에, 헤드 노드와 

가까운 인근의 노드가 선택될 확률이 높은 것도 이러

한 결과를 보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지를 모두 소비한 으로 표시된 노드의 수가 

직  통신 방법이 가장 게 나타났다. 직  통신 방

법은 에 지를 모두 소비 하 을 때 다른 노드로 

체하여 송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

 통신 방법은 본 시뮬 이션에서 수행한 세 가지 

방법  에 지를 모두 소비한 노드의 수가 가장 

지만, 데이터의 유실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MTE 라우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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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E)은 노드의 에 지 부재로 인한 데이터의 유실 

확률이 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HTE)

이 MTE에 비하여 데이터의 유실 확률이 으면서도 

에 지를 모두 소비한 노드의 수가 약 30% 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HTE)이 계층  트리를 사용하여 송할 노드 간의 

거리를 최 화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경유 송을 

여 효율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Ⅴ. 결 론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서 노드들의 에 지 소

모량을 이는 것은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장하

기 한 가장 큰 요인 의 하나이다. 각 센서에서 에

지 소모의 주요 원인은 통신을 한 센서 노드들 

간의 거리와 통신 횟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에 지 소모량을 여 시스템의 수명 

주기를 늘리기 한 계층  트리 방식의 센서 네트워

크 구성  통신 방법을 제안하 다. 계층  라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 분할 정복 기법을 사용하

여 체 역을 반복 으로 네 역으로 분할하여 계

층  트리를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시뮬 이션을 통하여 

직  통신과 라우  통신 방법과 비교되었다. 그 결과

로 제안된 방법이 다양한 환경의 부분 경우에서 이

 방법들에 비해 에 지 효율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

다. 한 이러한 결과로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 주기

가 향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 인 

환경에서 계층  트리를 구성하 으나 실제 환경에서

는 동 으로 계층  트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동

으로 계층  트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서는 한 

센서 노드가 가까운 치에 있는 센서 노드를 어떻게 

찾아야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

분은 주변 센서 노드들에서 보낸 수신 강도 등의 변

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으로 연구가 필요

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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