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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s)

는 주위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용도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써 군사 지역이나 보안 지역에

서의 침입 탐지,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 모니터링 등

에 적용이 가능하다. 센서 노드들은 주변 상태를 측

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기지국에 전송하며, 기지국

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제약사항은 센서노드의 제한

된 자원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8].

일반적으로 인접한 센서 노드는 유사한 정보를 수

집하므로 유사 정보의 중복 전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클러스터링 기법에서는 지역에 소속된 노드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헤더는 자신의 클러

스터 멤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집약한 후 전송하

는 방법으로 유사한 정보의 중복전송을 줄이고, 전체 

센서 네트워크는 저전력 네트워킹을 수행한다[1-7].

대표적인 클러스터 프로토콜로써 LEACH[1],

LEACHC[2], TEEN[3]과 같은 프로토콜이 존재한

다. 이와 같은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LEACH에서 

가정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LEACH

클러스터 환경은 센서 네트워크내의 모든 센서 노드

들은 멀리 떨어진 싱크노드와 직접 통신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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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헤더가 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단

일홉 전송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1-5]. 그러나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센서 노드는 짧은 데

이터 전송거리(POS1))를 가지고, 제한된 에너지를 

포함하므로 원거리의 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

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클러스터 헤더는 클

러스터 멤버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싱크 노드로 전

송하기 위해서 멀티홉 전송 방안이 요구된다.

TTDD(Two-tire Data Dissemination Model)[9]

은 노드가 이벤트를 감지하면, 자신이 데이터 소스가 

되어 격자를 구축하고, 싱크 노드는 가장 가까운 격

자점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격자중심 클러스터

를 구성한 후, 싱크노드는 쿼리를 방송하여 격자 노

드들은 싱크 노드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 격자를 

구성하기 위해 센서 노드들이 GPS를 탑재하거나 다

른 위치 인식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제한된 자원을 

가지는 센서 노드가 GPS를 탑재하는 것은 에너지 

사용 측면이나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다.

[10]의 연구에서는 싱크 노드를 루트로 하여 각 클

러스터 헤더로 향하는 트리기반 최단거리 라우팅 경

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싱

크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싱크 노드를 루

트로 하는 트리를 구성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구성하

지만, 각 노드의 레벨 결정을 위한 초기 플러딩 과정,

클러스터 구성, 경로설정과 게이트웨이 선정의 3단

계의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클러스터 기반 라우팅 

경로 설정을 위해서 많은 제어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제한된 자원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구축과 싱크 노

드로의 라우팅 경로 구축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

고, 클러스터 구축과 동시에 클러스터 헤더가 싱크 

노드로의 라우팅 경로 테이블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대표적인 클러

스터 프로토콜인 LEACH나 다른 클러스터 프로토콜

이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불균등한 클러스터 분포를 

이루어서 일부 센서 노드가 빨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 실험결과는 제안하는 클러스터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이 살아있는 노드 수, 노드의 

에너지 균등 정도의 비교에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1) IEEE 802.15.4는 POS(Personal Operating Space, 전방

향 최대 10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관련 연구

대표적인 확률적 클러스터링 프로토콜인 LEACH

[1]에서 클러스터 헤더는 멤버 노드로부터 수집한 센

서 데이터를 싱크 노드로 직접 전송하는 단일홉 전송

을 사용한다. 그러나 저비용, 저전력을 요구하는 센

서 노드의 경우 통신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으므로,

클러스터 헤더가 싱크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해서 멀티홉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요구한다.

LEACH에서는 클러스터 헤더 선출을 위해서 센

서 노드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수를 발생시키고, 그 

값이 미리 결정된 확률값보다 작을 때 그 노드는 클

러스터 헤더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출된 클러스

터 헤더가 센서 네트워크에 균형적으로 분포하지 않

을 경우, 클러스터의 크기, 멤버수, 지역적 분포가 불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선출된 클러스터 헤더 및 클러

스터 멤버는 에너지를 불균등하게 소모하게 된다. 멤

버가 많은 클러스터 헤더의 경우, 데이터 수집 및 데

이터 전송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클러스터 헤더

와 거리가 먼 클러스터 멤버의 경우, 클러스터 헤더

로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클러스터 헤더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

은 센서 노드의 제한된 에너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부 클러스터 헤더 및 멤버는 빨리 

에너지가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클러스터가 센

서 네트워크 전역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은 전체 

센서 노드의 에너지사용을 균등하게 하고, 이것은 네

트워크 전역에 센서 노드의 생명기간을 늘이는 요소

가 된다.

TTDD(Two-tire Data Dissemination Model)[9]

는 그리드 구성을 통한 클러스터 생성과 라우팅 경로 

설정의 과정을 통해서 센싱 데이터가 싱크 노드로 

Fig. 1. TTDD Grid gen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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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다. 센서 노드가 변화를 감지하면, 데이터를 

전송할 소스가 되어 자신의 위치를 그리드의 한 점으

로 하여, 그리드 광고 메시지를 방송한다. 메시지에 

포함된 그리드 지점에 포함된 센서 노드는 그리드의 

점이 되고 다시 그리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드를 구성한 후, 싱크 노드는 라

우팅 경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쿼리 메시지를 방송한

다. 이 메시지는 가장 가까운 그리드 노드가 수신하

여, 다른 그리드 노드에게 전달하고, 소스 그리드 노

드로 전달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라우팅 경로가 생

성된다. 소스 노드가 센싱한 데이터는 생성된 경로를 

통해서 싱크 노드에게 전달된다. 이 방식은 모든 센

서 노드가 GPS 모듈을 탑재하거나 위치 인식 기술을 

통해서 위치를 인식해야 하는데, 저가, 저전력의 초

소형 센서에 GPS 모듈을 탑재하는 것은 실제의 환경

에서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또한 그리드 구성과 

라우팅 경로 구성을 위한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싱

크 노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며, 그리드 생명기간이 만

료되면 이러한 과정을 반복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센서 네트워크 전체에서 많은 양의 제어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플러딩 레벨 클러스터 기반 계층적 라우팅 알고리

즘[10]의 연구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싱크 노드로 멀

티 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최단거리 경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싱크 노드를 루트로 하는 트리구

조의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싱크 노드는 쿼리 메시

지를 방송한다. 싱크 노드로부터 신호를 직접 받은 

노드들은 자신의 레벨을 1로 놓고, 이 메시지를 다시 

방송한다. 이것을 받은 이웃 노드들은 자신의 레벨을 

2로 정하고 다시 이웃 노드로 방송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드들은 자신의 레벨을 결정하고, 데이터

의 흐름 방향을 파악한다.

플러딩 레벨이 결정된 후, 확률적 방식에 의한 클

러스터 선출과 클러스터 조인 과정이 진행된다. 클러

스터 생성이 완료되면, 싱크 노드로 향한 데이터 전

송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의 선택이 진행

된다.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의 클러스터 멤버들 중에 

자신보다 상위레벨을 가지는 노드에게 게이트웨이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이 메시지를 받은 게이트웨이 

후보 노드들은 클러스터 헤더에게 확인 메시지를 전

송한다. 이것을 받은 클러스터 헤더는  후보 노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위 게이트웨이 노드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클러스터 헤더에서 싱크 노드로 

최단거리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플러딩 레벨 결정 

과정, 클러스터 생성, 라우팅 경로를 위한 게이트웨

이 결정의 3단계의 과정을 요구하고, 이것은 센서 네

트워크 전체에 많은 제어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3. 균등분포 클러스터 기반 멀티홉 라우팅 프로

토콜

대표적인 확률적 클러스터링 프로토콜 LEACH를 

기본으로 하는 클러스터링 프로토콜[1-5]들은 클러

스터 헤더가 싱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단일홉 전

송을 가정한다. 따라서, 센서 노드가 짧은 데이터 전

송거리를 가지는 제약으로 싱크 노드로 직접 전송이 

불가할 때, 멀티홉 전송을 위해서 추가적인 라우팅 

경로 설정과정이 요구된다. 즉, 클러스터 생성과 라

우팅 경로 설정의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클러스터 

헤더는 싱크노드로 멀티홉 전송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생성과 경로설정 제어 메

시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를 구성과 데이

터 전송 경로의 결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노드의 제한

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클러스터 멀티홉 

라우팅 방법을 제안한다. Fig. 2는 센서 네트워크에

서 센서 노드의 전체 동작과정을 보여준다. Fig. 2(a)

의 확률적 클러스터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한 라운

드 내에서 클러스터 생성과정 이후, 라우팅 경로 설

정과정 이루어지는 반면, Fig. 2(b)의 제안하는 방식

의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때, 클러스터 생성과 라우팅 

경로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센서 클러스터 프

로토콜인 LEACH에서 불균등한 클러스터 생성으로 

(a) Probabilistic clustering

(b) Balanced cluster-based multi-hop routing

Fig. 2. A whole procedure which includes clustering, 

routing, and data transmission.



913센서 네트워크의 균등분포 클러스터 기반 멀티홉 라우팅

발생하는 노드의 불균등 에너지 소모의 문제를 해결

한다. Fig. 3(a)는 확률적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클러

스터 구성의 예로써, 클러스터 영역의 크기 및 멤버

의 수가 불균등하게 이루어 진 것을 보인다. 클러스

터 멤버수가 많을수록 클러스터 헤더는 많은 데이터

를 수신하고, 멤버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싱크노드

로 전송할 때,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진다. 이 

경우에 클러스터 헤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서 노드

는 제한된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고, 이것은 재 클러

스터의 주기를 짧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클러스

터의 크기가 클 경우, 클러스터 헤더 노드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센서 노드는 클러스터 헤더로 데이터

를 전송할 때 전송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Fig. 3(b)는 제안한 클러스터링 방식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구조로써 Fig. 3(a)의 확률적 방식에 비교

해서 클러스터 영역 및 멤버수가 균등한 것을 보인

다.

기존 확률적 방식의 클러스터 방식을 사용할 때,

멀티홉 전송을 위해서, 추가적인 라우팅 경로 설정의 

과정이 요구된다. 다음은 확률적 클러스터 프로토콜

을 사용하여 멀티홉 경로설정의 전체 알고리즘이다.

제안하는 균등분포 클러스터 기반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은 클러스터 생성과 라우팅 경로설정 제어 

메시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생성과정에

서 멀티홉 경로설정을 수행한다. 또한 제안하는 방식

은 전송 거리에 의한 에너지 소모의 불균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호 세기를 기반으로 ‘주 영역’과 ‘선출 

영역’을 나누어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주 영역’과 ‘선

출 영역’의 구분은 센서 노드가 설정된 값 ‘신호세기 

임계치’보다 높은 신호세기의 메시지를 받을 때, 자

신이 ‘주 영역’에 있다고 간주하고, ‘신호세기 임계치’

보다 낮은 신호세기의 메시지를 받을 때, 자신이 ‘선

출 영역’에 있다고 간주한다.

클러스터 생성과 라우팅 경로 설정을 위해서, 먼

저 초기 클러스터 헤더를 선출한다. 이것을 위해서,

싱크 노드는 센싱 쿼리 메시지를 방송하고, 센싱 쿼

리 메시지를 받은 원 홉 노드들은 응답 메시지를 전

송한다. 싱크 노드는 응답 메시지를 받은 노드 중에 

1. 클러스터 생성

① 각 노드는 확률값을 발생하여, 자신이 클러스터 

헤더가 될 것인지 결정

② 발생한 확률값이 지정된 확률값보다 작으면 자신

이 클러스터 헤더가 되어 클러스터 요청 메시지

를 방송

③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신호세기를 

비교하여, 가장 큰 신호세기의 메시지를 보낸 클

러스터 헤더에게 조인 메시지를 전송

④ 클러스터 헤더는 자신의 멤버에게 클러스터 ACK

메시지를 전송

2. 라우팅 경로 설정

① 싱크 노드는 쿼리 메시지  방송

② 원 홉 노드는 응답 메시지 전송

③ 싱크 노드는 초기 클러스터 헤더를 선정하고 Ack

메시지 전송

④ 초기 클러스터 헤더는 쿼리 메시지에 자신의 클러

스터 ID를 추가하고, 레벨값을 1을 설정하여 방송

⑤ 쿼리 메시지를 받은 클러스터 헤더는 최소의 레벨

값을 가진 메시지의 클러스터 ID를 경로로 설정,

자신의 클러스터 ID를 추가하고, 레벨값을 1증가

하여 방송

(a) Probabilistic clustering (b) Proposed clustering

Fig. 3. Comparison of clusters balance.

Fig 4. The main area and the selection area for the 

creation of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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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초기 클러스터 헤더를 선출하고, 선출된 초기 

클러스터 헤더로 ACK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설

정한 값 ‘신호세기 임계치’를 포함하여 전송한다.

선출된 초기 클러스터 헤더는 라우팅 경로 설정을 

위해서 받은 쿼리 메시지에 자신의 ID를 클러스터 

헤더 리스트에 추가하고, 메시지를 다시 방송한다.

클러스터 헤더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노드를 

클러스터 멤버로 선출하기 위해서, 헤더로부터 쿼리 

메시지를 받은 노드들 중에 ‘신호세기 임계치’ 보다 

높은 신호를 받은 노드는 클러스터 ‘주 영역’에 있고,

‘신호세기 임계치’ 보다 낮은 신호를 받은 노드는 ‘선

출 영역’에 있다고 간주한다. ‘주 영역’에 위치하는 

노드는 Join 메시지를 전송하여 클러스터의 멤버가 

되고, ‘선출 영역’에 위치하는 노드는 확률적 클러스

터 헤더 선출 과정을 통해서 클러스터 헤더로 선출될 

수 있다.

‘선출 영역’에 위치하는 노드가 클러스터 헤더 선

출과정을 수행할 때, 서로 이웃하는 노드가 클러스터 

헤더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클러스터 헤더로 

선출된 노드가 일정 신호세기 임계치 이상의 쿼리 

메시지를 받으면, 클러스터 헤더의 역할을 포기한다.

이것은 ‘선출 영역’에서 선출된 클러스터 헤더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선출되도록 한다.

다음은 제안하는 균등분포 클러스터 기반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의 전체 알고리즘이다.

Fig. 6은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클러스터링

과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 결과이다. 싱크 노드 가까

이 위치한 초기 클러스터 헤더를 루트로 하여 클러스

터 헤더들이 트리구조로 경로가 설정된 것을 보인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방식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Fig. 5. The signal strength thresholds of query mes-

sages.

1. 싱크 노드는 쿼리 메시지  방송

2. 원 홉 노드는 응답 메시지 전송

3. 싱크 노드는 초기 클러스터 헤더를 선정하고 ACK

메시지 전송, 메시지 안에 ‘주 영역’과 ‘선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신호세기 임계치’값을 포함

4. 초기 클러스터 헤더는 쿼리 메시지에 자신의 클러

스터 ID를 추가하고, 레벨값을 1을 설정하여 방송

5. 선출 영역에서 클러스터 헤더 선출과 멤버 가입

① 노드가 쿼리 메시지를 처음으로 수신하면 클러스

터 타임값을 설정

② ‘신호세기 임계치’ 이상 신호를 수신하는 노드는 

자신이 ‘주 영역’에 있다고 간주하고 Join 메시지

를 전송하여 클러스터의 멤버가 되고, ‘신호세기 

임계치’ 이하 신호를 수신하는 노드는 ‘선출 영역’

에 있다고 간주하여 랜덤 클러스터 헤더 선출을 

수행

③ 헤더로 선출된 노드는 랜덤 지연시간을 가진 후,

다른 쿼리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클러스

터 ID를 추가하고, 레벨값을 1 증가하여 쿼리 메

시지를 방송하고, 이전에 받은 쿼리 메시지에서 

클러스터 ID를 라우팅 경로로 지정 받으면, 헤더

의 역할을 포기하고 Join 메시지를 전송한 후 해

당 클러스터의 멤버가 됨

⑤ 클러스터 타임아웃 후, 두개 이상의 ‘신호세기 임

계치’ 이하의 신호를 수신하는 노드는 신호세기

에 기반하여 클러스터 Join 메시지를 전송하고 클

러스터의 멤버가 됨 

Fig. 6. The result of clustering and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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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교 대상 프로토콜은 그

리드 구조의 TTDD와 플러딩 레벨 클러스터 기반 

계층적 라우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실험을 위해

서 100m x 100m의 영역에서 150개의 노드가 임의의 

위치에 배치되었다. 에너지 모델은 (1)[11-12]을 사

용하고, 도구로써 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센서 노드가 가지는 초기 에너지 값은 0.5J 이

며, 에너지 모델은 식(1)을 사용하였다. ETx는 송신 

에너지이고, 거리가 임계값 d0보다 가까울 때, 자유공

간 모델(d2의 에너지 손실)를 사용하고, 거리가 임계

값 d0보다 멀 때, 다중경로 모델(d4의 에너지 손실)을 

사용한다. k는 비트수, Eelec은 전자 에너지, εfs(free

space)와 εmp(multi-path)는 받아들일만한 신호대잡

음비 SNR을 유지하기 위한 증폭 에너지이다. d는 

전송거리이고, d0는 
mp

fs

ε
ε

로 계산된다. ERx는 수

신 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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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모델에 사용될 Eelec과 εfs은 각각 50 × 10-9,

10 × 10-12을 사용하였다. 또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

는 데이터의 패킷 사이즈는 512 bit, 클러스터링 확률

은 0.2, 그리고 센서의 전송 가능 거리는 30m, 주 영역 

전송거리는 20m로 정의하였다. Table 1은 실험 환경 

요소를 나타낸다.

Fig. 7은 위의 세 가지 프로토콜에 의해 클러스터

링과 라우팅 경로가 설정된 예를 보인다. Fig. 7(b)의 

TTDD는 그리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클러스터 

방식에 비해서 많은 그리드 노드가 요구되고, Fig.

7(c)의 플러딩 레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게이트

Table 1. Experimental factors

Experimental factors Explanation Value

The initial energy of sensors 0.5J

k The number of bits 512

d0
mp

fs

ε
ε

87m

Eelec Electron energy 50 nJ/bit

εfs Free space amplification energy 10 pj/bit/m2

εmp Multipath amplification energy 0.013 pj/bit/m4

p Clustering probability 0.12

The transmission distance of sensors 30m

The radius of main area 20m

(a) Proposed protocol (b) TTDD (c) Flooding level cluster-based

hierarchical routing algorithm

Fig. 7. The examples of clustering and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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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노드가 경로상에 존재하여, 싱크로의 라우팅 경

로가 복잡하게 연결된 것을 보인다.

TTDD는 라운드의 시작에서 격자 노드를 구성하

는 과정, 일반 노드들이 선출된 격자 노드에 자신을 

등록하는 과정, 싱크 노드를 기준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어 메시지가 발생된다. 플루딩 

레벨 기반 계층적 라우팅은 싱크 노드로부터 홉 레벨

을 인식하기 위한 플루딩 메시지 전송 과정, 클러스

터를 구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성 과정, 싱크로 경

로를 설정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선정 과정에서 제어 

메시지가 발생된다. 제안하는 균등분포 클러스터 기

반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콜은 클러스터 생성과 라우

팅 경로 설정을 위한 과정이 하나의 메시지 방송으로 

이루어진다. Fig. 8은 메시지 전송과정에서 라운드의 

증가에 따라 살아있는 노드수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식은 라운드 5가지 모든 노드가 살아있고, 이 이후

의 라운드에서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

Fig. 9는 3가지 방식 모두 모든 노드가 살아있는 

라운드 4까지의 과정에서 노드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편차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식이 사용하는 에

너지 편차가 제일 작은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편차

가 작은 것은 노드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의 불균등한 

정도가 가장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센서 네트워크에서 멀티

홉 라우팅 경로를 지정할 때,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

용하는 네트워크 구조와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클러스터 라우팅 프로토콜 

LEACH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등 클러스터 구조

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 클러스터 라우팅 

경로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제어메시지를 최소화함

으로써 센서 노드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제안한 균등분포 클러스터 기반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이 기존 멀티홉 프로토콜과의 비

교에서 라운드의 진행에 따라 에너지를 더 작게 사용

하고, 노드의 에너지 사용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식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멀티홉 라우팅 경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제의 환경

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연

구로는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한 효율성을 

검증하고, 최적의 ‘신호세기 임계치’를 위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Fig. 8. The number of remaining nodes based on the increase of round.

Fig. 9. The deviation of remain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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