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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기법의 데이터 예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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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센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기법은 네트워크의 수명연장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센서

노드의 수집 데이터가 중복되기 쉬운 환경에서 적용할 경우 중복된 데이터 전송에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복되는 데이터 전송을 배제하고 클러스터 헤드 노드와 멤버

노드 사이의 전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센서 노드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예측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인접노드의 중복데이터 수집을 배제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불필요한 전송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예측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택적인

전송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성능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법에 비해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송 효율과 수집 데이터의 정확도가 증가했으며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수명이 증가하였다.

Data prediction Strategy for Sensor Network Clustering Scheme

Dongmin Choi†, Jian Shen††, Sangman Moh†††, Ilyong Chung††††

ABSTRACT

Sensor network clustering scheme is an efficient method that prolongs network lifetime. However,

when it is applied to an environment in which collected data of the sensor nodes easily overlap, sensor

node unnecessarily consumes energy. Accordingly, we proposed a data prediction scheme that sensor

node can predict current data to exclude redundant data transmission and to minimize data transmission

among the cluster head node and member nodes. Our scheme excludes redundant data collection by

neighbor nodes. Thus it is possible that energy efficient data transmission. Moreover, to alleviate

unnecessary data transmission, we introduce data prediction graph whether transmit or not through

analyze between prediction and current data. According to the result of performance analysis, our method

consume less energy than the existing clustering method. Nevertheless, transmission efficiency and data

accuracy is increased. Consequently, network lifetime is pro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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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이슈는 네트워크의 수명 연장이다. 네트워크

의 수명 연장을 위해 노드 각각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 사용은 결과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

장시킬 수 있다.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데이터 감지 및 처리와

전송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몇몇 선행 연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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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노드 내부 데이터

처리에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

라우팅 기법은 평면, 계층적, 위치기반, 실시간 등

으로 분류된다[3]. 이러한 기법들 중 계층적 라우팅

알고리즘은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모음

을 하는 기법으로, 노드들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재처리 하여 에너지의 중복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센서 네트워크의 수

명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라우팅 기법이다.

그러나, 클러스터링 방식은 클러스터 헤드 노드에

부하가 집중되어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에너지가 급

격히 소모되므로 전체 네트워크 잔여 에너지의 불균

형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역할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이들 역시

클러스터 헤드 노드 부하 분산의 문제와 클러스터

헤드 노드 최적화 및 에너지 홀과 같은 문제가 있다

[4-6][15].

제안하는 방법은 센서의 데이터 수집 반경을 고려

하여 이웃하는 센서 노드와 중복되는 데이터 수집

영역을 최소화하였고, 최소의 노드만 네트워크에 참

여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 멀티 홉 기반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 중복 수집 및 전송 문제를 완화하

였고, 가중치 부여 기법을 도입하여 노드 및 영역별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였으며, 클러스터 헤드

노드로부터 베이스 스테이션에 전송되는 데이터 중

계를 위한 리피터 노드를 도입하여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잘못된 위치로 인한 네트워크 링크 단절 문제

와 수집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 제안되었던 센서 네트워크의 클

러스터 기반 라우팅 기법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 기법에

대해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노드 경쟁을 통한 에너지 홀 문제와

네트워크 단절 문제의 완화 및 수명 증대의 결과를

보이는 클러스터 기반 멀티 홉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하는 클러스터링 기반 라우팅

기법의 성능을 데이터 수집률과 정확도, 네트워크 연

결도, 영역별 에너지 소비 평준화 정도, 고립 노드의

수, 네트워크의 생존시간과 관련하여 평가하며,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연구

2.1 LEACH

클러스터 기반의 계층적 라우팅 프로토콜인 LEACH

(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 [7]는

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클

러스터 헤드가 클러스터 내 멤버노드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여 통합한 후 싱크(sink)에 전송을 한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에너지 소비가 크므

로 전체 네트워크의 노드에 에너지 소비를 분산시키

기 위해 setup 과정에서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역할

을 주기적으로 바꾼다. 한 라운드는 setup phase와

고정 전송 주기인 steady phase로 나누어지며 이러

한 과정은 매 라운드마다 반복된다. 이 방법은 주기

적으로 데이터의 측정이 가능하나 소모되는 에너지

가 많아 네트워크가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

2.2 LEACH-C

LEACH의 비효율적인 클러스터 구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LEACH-C(Low Energy Adaptive

Cluster Hierarchy-Centralized)[8]가 제안되었다.

LEACH-C는 클러스터를 싱크 또는 BS의 주도로

구성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는 자신의 위치

정보와 에너지 정보를 싱크에 알리고 싱크는 이 정보

를 다른 모든 노드에게 알려주어 최적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도록 하여 LEACH에서 발생하는 클러스터 헤

드의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방

법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싱크와 통신하는데 따

른 오버헤드와 위치 계산에 따른 클러스터 선정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다.

2.3 HEED

LEACH의 클러스터 헤드 선정 방법에 변인을 추

가하여 클러스터 구성에 에너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HEED(Hybrid, Energy-Efficient. Distri-

buted)[9]는 LEACH의 클러스터 헤드 선정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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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노드의 가용 에너지 량을 고려함으로써 가용

에너지 량이 많은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가 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수명을 증가시키도록 한 알고리즘이

다. 이 방법의 헤드 선정을 위한 확률 함수는 식(1)과

같다.

 ×max


(1)

은 노드에 남아있는 가용한 에너지를 말하

며, max는 노드가 초기 배치될 때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량을 말한다. 는 네트워크 노드들 중 클

러스터 헤드 노드의 비율을 나타내며, 노드의 잔여

에너지 량이 같은 후보가 여럿 있는 경우 클러스터

내 통신비용을 두 번째 기준 값으로 하여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2.4 BCDCP

BCDCP(Base Station Controlled dynamic clus-

tering Protocol)[10]은 BS이 복잡한 계산을 대부분

수행한다는 가정을 둔다는 점에서 LEACH-C와 유

사한 부분이 있다.

이 프로토콜은 setup과 data communication 이라

는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클러스터 헤드의 후보 집합 S를 설정하여 이

집합에서 클러스터 헤드를 결정하며 cluster split-

ting algorithm으로 네트워크를 정해진 숫자의 클러

스터가 될 때 까지 계속 두 개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

한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에서 노드들의 데이터를 취

합한 헤드가 직접 싱크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아닌 클러스터 헤드에서 클러스터 헤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결국 최종 데이터 수집자인 싱크에 데이터

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도 역시

LEACH-C와 같이 각 라운드마다 모든 노드의 정보

(잔여 에너지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노드의 에너

지 소모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2.5 TEEN

TEEN(Threshold sensitive Energy Efficient

sensor Network protocol)[11]은 센서 노드들이 임계

데이터를 처리하는 reactive network이다. 이 방법은

임계값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제외한 동작은

LEACH와 같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 형성에 LEACH

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며 클러스터 형성 이후 클러

스터 헤드 노드가 측정하는 데이터의 Parameter들,

즉 Hard Threshold값인 와 Soft Threshold값인

를 멤버 노드에 전송한다. 멤버 노드들은 이 값을

기준으로 report time내에 할당된 시간에 데이터 전

송을 한다. 이 방법은 노드들이 측정한 값이  값을

초과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이 이루어지며,

를 초과한 이후에 측정하는 데이터가 를 초과

할 때에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한다. 그러나 만일

수집되는 데이터가 를 초과하지 않으면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질 수 없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기값 이후의 데이터 변동, 특히 임계값 이하 데이

터 변동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방법은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2.6 APTEEN

APTEEN(A Hybrid Protocol for Efficient

Routing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Retrieval

in Wireless Sensor Networks)[12]은 TEEN의 임계

값에 의한 데이터 전송과 LEACH의 데이터 전송 주

기를 융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프로토콜로서 임계

값 전송이 갖는 데이터 수집과 네트워크 구성 노드의

상태 인식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모든 노드는

parameter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수집된 데이터를

클러스터 헤드에 전송하며 데이터가 임계값을 넘었

을 경우에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송한다.

2.7 ARCS

ARCS(Regional clustering Scheme in Densely

Deployed Wireless Sensor Networks for Weather

Monitoring Systems)[13]은 센서노드의 센서 커버

리지를 고려한 방법으로, 중복된 정보를 수집하는 센

서 노드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배제하여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자 제안된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인접하는 노드로부터 수집되는 중복되는 데이

터를 배제하기 위해 한 개 센서의 전송거리 이내에

존재하는 이웃 노드들은 전송을 하지 않고 슬립 상태

로 대기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노드들은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

트워크 구조를 갖는다. 이 방법은 센서노드가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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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며 센서 커버리지의 크기

에 비례해 성능이 증가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방

법은 공간적인 데이터의 중복을 고려하였으나 시간

적인 데이터의 중복현상, 즉 노드가 수집하는 데이터

의 변화가 없을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2.8 CM-EDR

CM-EDR(Continuous-Monitoring Using Event

Driven Reporting)[14]은 다양한 전송 기법에 적용하

여 사용이 가능한 기법으로서 그 원리는 간단하나

기존 클러스터 기반 프로토콜에 적용할 경우 상당히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센

서 노드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전송

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응용환경에 적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슬립과정

과 이 때 발생하는 일반 노드로부터 싱크까지 직접

전송 같은 개념은 개선이 필요하다.

3. 제안 방법

Ed-RCS (An Energy-aware Event-driven Re-

gional Clustering Scheme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기법은 일반적인 환경 모니터링 센서 네

트워크를 가정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클러스터링

기법의 기본 형태인 셋업(setup)과 고정전송단계

(steady phase)가 매 라운드마다 반복되어 실행되어

클러스터를 재구성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는 방법이

며 기본 동작은 ARCS와 같다.

이런 가정 하에 제안하는 방법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중복 수집되는 데이터를 줄여 노드의 중

복된 데이터 전송을 경감시킨다. 만약 한 개 노드의

센서 커버리지 안에 다수의 노드가 존재할 경우 이

들로부터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한 개 노드의 센서 감지

범위 안에 존재하는 다른 노드들을 네트워크에서 배

제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공간적인 데이

터 중복에 대한 방안이며, 한 개의 노드로부터 수집

하는 데이터의 변화가 없을 경우 이를 전송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인 데이터 중복에 대한 방안

이다.

3.1 기본가정

다음은 제안하는 방법의 기본 가정이다.

모든 노드는 멀티 홉 기반 전송을 한다.

모든 노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모든 노드는 시간에 동기화 되어있다.

모든 노드의 초기 에너지는 동일하다.

모든 노드는 전송세기의 조절이 가능하다.

노드의 센서 범위는 전송 범위보다 작다.

노드는 이전 라운드에서 수집한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노드 A가 전송한 패킷이 노드 B에 의해 성공적으

로 수신되었다면, 노드B가 전송한 패킷도 노드 A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신된다.

베이스스테이션 (이하 BS)은 에너지의 제약이 없

으며 전송 범위는 전체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3.2 동작 노드(operation node)의 선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노드가 필드에 배치되기 전, 모든 노드는 사전

에 임의로 생성된 노드 동작 지연시간 값을 갖는다.

2) 노드가 필드에 배치된 이후, BS의 신호로 노드

들은 자신의 지연시간을 카운트하며 자신의 지연시

간 카운트가 종료된 노드는 센서의 감지범위와 동일

한 범위의 주파수세기로 조절된 패킷을 전송한다. 이

패킷에는 자신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임을 알

리는 신호 및 노드의 ID와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 값

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노드는 동작 노드로서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노드이며, 지역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후보노드가 된다.

3) 동작 노드의 센서 감지범위 내에 위치하면서

자신의 지연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대기상태의 노드

들 중 동작 노드로부터 전송받은 센서의 값을 비교하

여 동일한 센서 값을 갖는 경우 자신이 동작 노드가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사전에 정해진 라운드 시간

동안 슬립상태를 유지한다.

4) 만약 3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동작 노드가

되기 위해 대기하는 노드들은 계속 자신의 지연시간

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며 2)와 3)의 과정을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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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개의 CH (b) 6개의 CH

그림 1.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5개와 6개일 때 노드들의 이상

적인 배치 형태와 통신 거리 비교

이러한 과정에 의해 모든 동작 노드는 자신 센서

커버리지 내에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지역 노드로서

동작하게 되며 지역적인 수집데이터의 중복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다음 과정은 동작 노드들이 참여하는 지역 클러스

터 헤드 노드와 데이터 중계를 위해 필요한 리피터

노드(repeater node)의 선정과정이다.

3.3 지역 클러스터 헤드 노드(regional cluster

head node)의 선정

모든 동작 노드의 선정과정이 종료된 후, 이 노드

들은 다시 노드 동작 지연시간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지역 클러스터 헤드 노드선정과정에 들어간다. 다음

은 지역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선정과정이다.

1) 지역 클러스터 헤드 노드(이하 CH)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동작 노드들 중 가장 작은 지연시간

값을 갖는 노드가 지역 CH가 된다. 이때 CH는 자신

의 최대전송범위로 패킷을 브로드캐스트하여 자신

이 CH임을 알리며, 이 패킷을 수신한 모든 동작 노드

는 자신의 지연시간 대기를 취소하고 해당 CH의 클

러스터 내 멤버 노드로서 참여하게 된다.

2) 지역 클러스터에 멤버노드로 참여하는 동작 노

드들은 자신이 수신한 CH 패킷의 수를 저장하며, 이

들 중 다수의 CH 패킷을 수신한 노드들은 사전에

정의된 방법에 의해 리피터 노드로서 동작하게 된다.

3.4 리피터 노드(repeater node)의 선정

지역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이 종료된 후, 지역 클러

스터의 멤버노드들 중 다수의 CH 패킷을 수신했던

노드들은 사전에 정의된 방법에 의해 리피터 노드로

서 동작하여 CH간 또는 CH 와 BS간 데이터 중계를

담당하게 된다. 다음은 리피터 노드의 선정과정이다.

1) 지역 클러스터의 멤버노드들 중 인접 CH의 수

가 2개에서 5개 인 노드는 리피터 노드의 후보노드가

된다.

인접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수가 2개 이상 5개 이

하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계노드는 두 인접하지 않는 노드들 사이의 성공

적인 데이터 중계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소

2개의 노드가 필요하다. 또한 최대 5개의 노드를 허

용하는 이유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R은 리피터, 즉 중계 노드를 의미하며,

CH는 클러스터 헤드 노드를 의미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이상적으로 배치됨을 가

정했을 때, 클러스터 헤드 노드들 간의 원활한 통신

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5개일 때 까지

중계 노드가 패킷 중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6개 이상일 경우,

클러스터 헤드 노드들 사이에 연결이 가능하므로 6

개 이상인 경우는 중계 노드가 필요하지 않다.

위의 그림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했

을 때이며, 실제 그 이하 개수의 클러스터 헤드 노드

로도 멀티 홉 통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계 노드로

선정될 노드에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 중계노드 선정

비율을 적용하여 일부의 노드만 중계 노드로서 동작

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전송 중계 노드의 후보 노드

가 된 모든 노드들 중 사용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비율을 토대로 임의 선정된 노드들은 데이터 전송

중계 노드가 되며, 이 노드들은 클러스터 헤드 노드

와 같은 레벨에서 동작하여 클러스터 헤드 노드 사이

의 멀티 홉 전송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2) 사전에 계산된 값인 네트워크의 밀집도 값을

대입하여 리피터는 확률적으로 선발된다.

두 클러스터 사이의 중첩된 영역 (음영지역)에서

중계노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중계노드 선정 비

율을 결정해야 한다. 센서 노드가 주어진 지역에 균

일하게 분포함을 가정했을 때, 네트워크에서 평균적

으로 생성되는 클러스터 또한 균일하게 배치됨을 가

정하고 두 클러스터 사이의 중첩된 면적을 구한 후

해당 면적에 배치되는 노드들의 수를 구하여 중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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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선정 비율을 결정한다. 를 두 클러스터 헤드 노

드사이의 거리, 클러스터 크기를 50로 했을 때 중첩

영역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식(2)와 같다.






 


 × (2)

이 식에 의해 면적을 구하고 네트워크 크기에 비

례한 노드의 밀도를 적용하면 전송 중계노드 선정

확률을 결정 할 수 있다.

3.5 노드의 부하 균형을 위한 가중치 부여 및 갱신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단점인 에너지 부하 분산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최대 지연시

간 가중치 부여 및 최소·최대 지연시간 가중치 부여

방법을 택하였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들[8-10]은 노드의 부하

분산을 위해 노드 자신의 잔여에너지와 인접 노드의

잔여에너지를 참고로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노드 자신의 인접 환경에 대한 잔여에

너지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며, 전체 네트워크의 에

너지 소모량은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BS를

이용하여 노드의 잔여에너지를 고려하며 노드의 역

할을 할당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BS가 네트워크에 자주 개입하

게 되어 오히려 네트워크의 가용 에너지 자원이 낭비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노

드의 부하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우선 노드의 네트워크 참여를

조정하는 지연시간을 두었다. 이 지연시간을 통해 노

드가 네트워크에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지연

시간이 만료된 후 참여하는 경쟁적 참여를 통해 네트

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시간을 결

정하는 노드가 부하를 받는 정도는 모든 네트워크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네

트워크에서 노드의 역할과 노드가 소모한 에너지 량

등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네트워크의 특성에 맞게 고려되어

야하고 선택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수명이 크게 고

려되지 않고 모든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며 가

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건이 필요한 네트워

크에서는 노드의 지연시간 설정에 노드가 소모한 에

너지 량을 이용할 수 있다. 노드의 전체 에너지 량을

지연시간의 최대값과 맵핑을 하고 소모 에너지 량에

따라 지연시간을 조정하면 노드의 부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는 거의 모든 노드의

수명이 균일하게 조절되어 네트워크 수명 그래프가

수직에 가깝게 나타나게 된다.

부하 균형이 갖는 의미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수

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과는 약간 다른 조건을 요구

한다. 부하균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요구조건

을 만족하기 위해 최소의 노드가 동작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며, 이 최소의 노드가 부하균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체의 부하균형

이 아니므로 네트워크의 수명 그래프는 수직 형태가

아닌 계단식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다. 따라서 제안

하는 방법은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BS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에너지 잔량을 가늠

할 수 있는 방법인 노드의 역할에 의한 설정을 적용

하였다. 이 방법은 노드의 지연시간을 결정할 때 노

드의 역할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는 BS의 개입이 없어도 노드의 역할별

로 가중치가 달라지므로 개별 노드 또는 BS의 관점

에서 전체 네트워크 노드의 잔여 에너지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네트워크 부하균형을 위한 지연시간 설

정에 적절한 구분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응용환경에

맞는 부하균형 설정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노드의 역할이 4가지로 구분된

다. 노드가 동작하지 않는 슬립 상태, 노드가 동작하

는 상태인 네트워크에 일반노드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으며, 리피터 노드로 동작하는 상태, 그리고 클러

스터 헤드 노드로 동작하는 상태가 있다. 노드가 동

작하는 상태에서는 최대 지연시간 가중치 부여방법

을 적용하며 노드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소

지연시간 가중치 부여방법을 적용한다.

1) 최대 지연시간 가중치 부여

역할이 구분된 계층적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역할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하면 지역 선별

노드< 전송 중계 노드 < 클러스터 헤드 노드의 순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이 비율을 단순화하여 가중치에 적용하였다.

노드 선정과정에서, 지역 선별 노드로 선정된 노

드들은 가중치 1을 받는다. 클러스터 헤드 노드 선정



1144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4권 제9호(2011. 9)

그림 2. 최대 지연시간 가중치 값에 의해 결정되는 할당 가능

한 동작 지연시간의 범위

과정에서 선정된 클러스터 헤드 노드는 가중치 2를

받는다. 클러스터 헤드 노드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전송 중계 노드는 가중치 1을 받는다.

사용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전체 동작 지연시간

을  라고 하고, 이 지연시간의 최소값을  
, 최대

값을  
, 노드들이 할당 가능한 동작 지연시간 구간

을  , 노드의 최대 지연시간 가중치 값을  , 지연

시간을 구간별로 나눈 슬롯의 개수를 라고 하면,

실제로 노드가 사용 가능한 지연시간 구간 의 최소

값  
를 결정하는 식은 식(3,4)와 같으며 이 구간 

내에서 랜덤 지연시간 값을 선정한다.

최소값 :

 
 


 



  
(3)

최대값 :

 
 


 




(4)

그림 2와 식(3,4)에 의하면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중치 1 - 다음 라운드에서 선택 가능한 지연시

간 범위 중 하위 절반의 구간

가중치 2 - 다음 라운드에서 선택 가능한 지연시

간 범위 중 하위 구간 첫 번째 슬롯

가중치 3 - 다음 라운드에서 선택 가능한 지연시

간 범위 중 하위 구간 두 번째 슬롯

예를 들어, 첫 라운드에서 클러스터 헤드 노드로

동작한 노드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노드의 현

재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가중치 = 3, 이 가중치 포인

트에 의해, 이 노드는 다음 라운드에서 지역 노드로

선별되기 위한 임의의 시간을 할당받을 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0부터 255중 임의로 선정되는 동작 지연시간 중에

서 노드가 선택 가능한 수의 집합에 가중치 3이 적용

되므로 이 노드는 후반 7/8 구간, 즉 192～224 구간에

서 시간을 임의로 선정하게 된다. 이는 이 노드가 현

재 라운드에서 sleep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어 과

도한 에너지가 집중되어 소모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할당 시간 선정이 끝난 노드는 자신이 이

번 라운드에서 네트워크의 노드로 활동할 확률이 줄

어들게 되므로 다른 노드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자신

의 가중치 포인트를 1포인트 낮추게 되며, 자신의 가

중치가 0이 될 때까지 매 라운드마다 반복한다.

2) 최소 지연시간 가중치 부여

이 방법은 최대 가중치 부여 방법에 최소 가중치

부여 방법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방법에서 노드들이 생성하는 지연시간의 범위

는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드에 의해 발생하

며, 이 노드들은 매 라운드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횟수를 카운트하여 이를 최소 지연시간의 가중

치로 사용한다. 이 값이 증가할수록 다음 라운드에서

이 노드가 생성하는 지연시간의 범위가 빠르고 좁게

설정되므로 다음 라운드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참여

했던 노드는 자신의 최소 지연시간 가중치 값을 초기

화 하여 네트워크에 부하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최소 지연시간의 가중치 값에 의해 결정

되는 할당 가능한 동작 지연시간의 범위를 나타낸다.

사용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전체 동작 지연시간

을  라고 하고, 이 지연시간의 최소값을  
, 최대

값을  
, 노드들이 할당 가능한 동작 지연시간 구간

을  , 노드의 최소 지연시간 가중치 값을 라고

하면, 실제로 노드가 사용 가능한 지연시간 구간 의

최대값  
를 결정하는 방법은 식(5,6)과 같으며 이

구간 내에서 랜덤 지연시간 값을 선정한다.

최소값:

 
 

(5)

최대값: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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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소 지연시간 가중치 값에 의해 결정되는 할당 가능

한 동작 지연시간의 범위

가중치 값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지연시간은 노드

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았던 라운드가 많을수록,

즉 네트워크 불참회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며, 이 네트

워크 불참회수가 가중치가 된다. 이 값에 의해 최소

지연시간의 범위가 결정된다.

가중치 1 - 다음 라운드에서 선택 가능한 지연시

간 범위 중 상위 절반의 구간

가중치 2 - 다음 라운드에서 선택 가능한 지연시

간 범위 중 상위 1/4 구간

가중치 3 - 다음 라운드에서 선택 가능한 지연시

간 범위 중 상위 1/8 구간

예를 들어, 이전 3라운드 동안 네트워크에 참여하

지 못한 노드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노드의 현재 가중치는 3이 된다.

이 가중치 포인트에 의해, 이 노드는 다음 라운드

에서 지역 노드로 선별되기 위한 임의의 시간을 할당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이익을 받는다.

0부터 255중 임의로 선정되는 동작 지연시간 중에

서 노드가 선택 가능한 수의 집합에 가중치 3이 적용

되므로 이 노드는 전반 1/8 구간에서 시간을 임의로

선정하게 된다. 이는 이 노드가 현재 라운드에서 네

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또한 할당 시간 선정이 끝난 노드는 자신이 이번

라운드에서 네트워크의 노드로 활동할 확률이 줄어

들게 되므로 다른 노드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자신의

가중치 포인트를 초기화하게 된다.

3.5 노드의 시간적 데이터 중복 회피

앞의 동작 노드 선정과정에서 공간적인 데이터 중

복을 회피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환경 모

니터링 센서 네트워크에서 쉽게 발생하는 문제인 수

집데이터의 변화가 없는 현상에 대해 불필요한 노드

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전의 기법[4]에서 저자는 단순히 이전의 값이 현

재의 값과 차이가 없을 때 또는 미약한 차이를 보일

때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고 슬립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데이터의 변화량을 특정 주기별

로 체크하여 기존의 변화량에 대한 수집량의 변화가

없거나 미약할 때 전송을 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 방법은 센서 노드가 충분한 저장 공간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방법이다.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환경 모니터링 센서 네트

워크의 데이터는 24시간을 주기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거나 그런 주기로 수집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24시간을

한 주기로 보고(주기는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변동

가능하다.) 센서 노드가 한 주기 동안의 데이터 변화

량을 자체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주기의 데이터 변화

량과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드 단에서 자체적으

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지역 클러스터 멤버 노드

모든 지역 CH 의 멤버 노드들은 첫 주기(24시간)

에 수집된 데이터의 변화량 값을 계산하여 저장한다.

이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식(7)과 같다.

    

   
(7)

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기의 수를 나타낸다.

  은 노드에 할당된 슬롯 중 이전의 슬롯에서 수

집한 데이터를 나타내며, 은 이후슬롯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은 노드의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전 단계의 타임슬롯 카운트를 나타내며

은 현재의 타임슬롯카운트를 나타낸다. 그러나 제안

하는 방법은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의 타임슬롯은 언제

나 이전 수집단계의 타임슬롯값보다 1이 크게 설정하

였다.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므로 는,     

과 같이 쓸 수 있다. 이 센서 노드에 의해 24시간동안

수집되고 계산된 값 는 노드에 저장되며 최초의 주

기에 수집된 값은 모두 CH와 R의 중계에 의해 BS로

전송되며, BS는 이 값을 관리한다.

이후의 주기(24시간 이후)에서 센서 노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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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egion  : regional cluster head node 
Repeater : relay node
Nregion    : regional cluster member node
Nnormal   : normal node before network setup
Noperation  : operation   node before clustering
Nsleep    : sleep node
 
Initialize :

1.    generate( random_delay time ) /by normal nodes
 

Main Processing: /clustering   process by normal nodes
1.    if( nodes weighted value > 0)
2.         decrease weighted value by 1 point
3.    end if
4.    Calculate available time slot period by weighted value
5.    delay time <- generate( available time slot)
6.    wait for delay time or until receiving {any advertisement 

message}
7.    if(delay time_Expired)
8.       if(nodeID == Nnormal)
         become Noperation
         broadcast( the Advertisement Message {nodeID,   sensing 
value, position} )
9.        elseif(nodeID == Nnormal && receiving{any advertisement 

message})
10.             if( receive the Advertisement Message{sensing  value} 

== sensing value )
become Nsleep

수집된 값은 이전 주기에 저장된 값과 매 데이터

수집 단위별 데이터 비교를 거치게 되며, 차이가 없

을 경우 전송을 하지 않는다.

그림 4는 센서 노드의 데이터 수집과 비교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의 1단계에서 노드는 이전의 주기에서 수집

한 데이터의 변화량 를 저장하고 있다. 다음 주기의

시작인 2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 10은 다음 3단계에

서 수집된 데이터 11과 연산을 통해 ′  이 계산되

며 이는 이전의 값과의 비교를 통해 전송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의 값은 ′값으로 교체된다. 4단계에

서 11과 15의 연산을 통해 계산된′는 4이며 이전의

값 와의 비교를 통해 전송 여부를 결정한다.

BS는 이전 주기의 데이터 값과 에 대해 알고 있

으므로 데이터를 전송받지 않아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있을 경우 노드는 이를 전송하

며 자신의 값을 갱신한다.

그림 4. 데이터 수집 및 비교

2) 지역 클러스터 헤드 노드

자신의 데이터 수집값이 이전과 같고 모든 멤버

노드로부터의 전송이 없으며, 자신이 데이터 전송을

중계해야하는 다른 CH 및 R이 없을 경우 어떤 데이

터도 전송하지 않으며 이외의 조건에서는 정상적으

로 동작한다.

3) 리피터 노드

기본적으로 이 노드는 자신의 멤버노드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값이 이전

과 같고 다른 CH의 중계 요구가 없을 경우 이 노드

는 어떤 데이터도 전송하지 않는다. 그림 5는 제안하

는 클러스터링 기법의 동작과정과 의사코드를 나타

낸다.

(a) 제안 기법의 동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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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lse 
                        become Noperation 

broadcast( the Advertisement Message{nodeID, sensing 
value, position} )

12.             end if
13.         end if
14.    else
          wait for delay time or until receiving {any advertisement 

message} 
15.    end if
 
16.    if( nodeID == Noperation )
       increase weighted value by 1 point

     delay time <- generate(random_delay time)
17.    wait for delay time   or until receiving {any advertisement 

message}
18.    if( delay time_Expired)
19.      if( nodeID == Noperation )
         become CHregion
         increase weighted   value by 2 points
         broadcast( the Advertisement Message {NodeID, position} 
)
20.      else
         cancel the delay time
21.      end if
22.    else
23.      if( receive the Advertisement Message )
          cancel the delay time 
          become Nregion

           else 
      wait for delay Time or until receiving {any   

advertisement Message} 
24.      end if
25.    end if
26.    if( nodeID == Nregion )
27.       if( # of neighbor CHregion)>2&& # of neighbor CHregion<6)
29.          become repeater
30.          broadcast( the Advertisement   Message {NodeID, position} 

)
31.       end if
32.    end if
 

CHregion
1.    broadcast( the Advertisement Message {nodeID, sensing value, 

position} )
2.    accept( join Message )
3.    compare stored sensor data with sensed event whether it same 

or not
4.    aggregate sensing data
5.    transmit_data_to_Sink (sensing value, nodeID, position)

 
Nregion

1.    join to cluster( CHnodeID, nodeID, position )
2.    operate as an region cluster member node
3.    compare stored sensor data with sensed event whether it same 

or not
  

Repeater
1.    join to cluster( CHnodeID, nodeID, position )
2.    operate same as an regional cluster head node with data relay 

only
3.    compare stored sensor data with sensed event whether it same 

or not
4.    relay data

그림 6. 수집 데이터 정확도 비교

(b) 제안 기법의 의사코드

그림 5. 제안 기법의 동작과정과 의사코드

4. 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한 지역 클러스터 기반 라우팅

기법을 센서 네트워크의 기본 기능인 데이터 수집

성능을 측정한다. 또한 멀티 홉으로 연결된 센서 네

트워크의 네트워크 연결률을 측정하며, 노드들의 에

너지 소비율, 네트워크에서 단절된 노드의 비율, 그

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생존시간을 측정

한다. 이 실험에는 밀집 센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MATLAB 7.0 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되는 데이터는

하루 주기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24시

간을 주기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적용하였

으며 이에 따른 실험환경은 표 1과 같다.

Item Value

전자 에너지   

증폭 에너지

(free space model)
  



증폭 에너지

(multipath model)
  



Scheduling 에너지    

데이터 병합 에너지 =

데이터 크기   

전체 노드 수   

네트워크 면적

한 변의 길이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4.1 데이터 정확도 비교

그림 6은 프로토콜별로 분류된 데이터 수집 정확

도를 각 네트워크 수명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 의하면, LEACH는 비록 높은 데이터 정

확성을 가지고 있으나 수명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TEEN과 APTEEN은 자체적으로 정의한 문턱값으

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구간이 지속적으

로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ARCS의 경우 높은 데이터

정확도를 보이나 350라운드 이후 구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정확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데이터의

정확도가 중요한 응용환경일 경우 사실상 네트워크

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이 된다.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 ARCS에 비해 데이터 신뢰도가 낮은 구

간이 짧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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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네트워크 수명 대비 고립노드 발생률 비교

표 2. 라운드 당 평균 네트워크 참여 노드의 비율

(필드 노드의 수 1000개일 때 네트워크 참여노드)

LEACH TEEN APTEEN ARCS Ed-RCS

참여

비율
100% 100% 100% 16% 17%

수명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의 네트워

크 노드 참여비율과 관련이 깊다.

4.2 고립노드 발생비율

네트워크의 구조가 자주 변화하는 센서 네트워크

의 경우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과 전송을 위해 네트

워크 기본 단위인 센서 노드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의 노드가 참여하

는 광역 센서 네트워크의 경우 BS와 노드의 직접 연

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은 프로토콜별로 분류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한 고립노드의 네트워크 수명 대비 발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7에 의하면 LEACH가 2%미만의 고립 노드

가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노드의 네트워크 참여율을

보인다. TEEN과 APTEEN의 경우 문턱값 설정으로

인해 네트워크 단절이 자주 발생하며, ARCS의 경우

모든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6%대의 노드 고립이 발생한다. 제안 방법의 경우

APTEEN과 유사한 수준의 노드 고립이 발생한다.

그러나 매 라운드 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수를

비교해 보면 제안하는 방법이 APTEEN에 비해 에너

지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7에서 보인 바

와 같이 6%대의 고립노드 발생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률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프로토콜별로 분류된 네트워크 참여 노드의

비율이다.

결과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더 적은 수의 노드들

을 이용하며, 더 높은 데이터 정확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은 수의 노드 참여에도 불구하고 데이

터 예측 그래프의 24시간 주기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선택적인 전송을 수행하며, 센서 노드와 BS가 데이

터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4.3 노드 잔여에너지 비교

네트워크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 노드의 가용 에너

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림 8은

LEACH 기법으로 동작하는 네트워크에서 에너지가

고갈된 센서 노드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한 프로토

콜별 노드 잔여에너지그래프이다.

그림 8에 의하면 LEACH, TEEN, APTEEN 모두

거의 동일한 에너지 잔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EEN과 APTEEN 모두 LEACH 기반의 기법

이므로 이들 기법에서 사용자가 결정한 문턱값이 상

쇄하는 에너지가 적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ARCS는 이전 3개의 기법 대비 상당히 높은 잔여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인 데이터 중복 배제를 위해 다수의 노드를 네트워크

에서 배제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공간적인 중

복 외에 시간적인 중복 또한 고려하여 ARCS에 비해

최대 2J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그림 8. 노드 잔여에너지 그래프 비교

4.4. 에너지 소비 균형 비교

멀티홉 기반의 기법에서 네트워크의 수명을 결정

하는 것은 BS와 1홉 거리 이내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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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에너지이다. BS와 멀티홉으로 통신하는 경우 최

종적으로 모든 부하는 BS와 인접한 노드, 즉 1홉 이

내의 노드에 집중된다. 또한 CH역할의 분산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하가 특정 노드에 집중되

는 현상이 발생하여 노드가 조기에 사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1홉 밖의 거리에 존재하는 노드들의

부분적인 네트워크 단절을 야기하기 쉽다. 따라서 우

리는 1홉 이내에 있는 노드들의 잔여에너지 비교와 이

들의 에너지 소비 균형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9는

프로토콜별로 분류된 1-hop 거리 이내에서 발생하는

사망노드의 비율을 라운드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9에 의하면 LEACH, TEEN, APTTEN 모두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1-hop 거리 이내에 위치한 대

부분의 노드가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hop

거리 밖에 존재하는 노드가 BS와 연결할 수 없게 되

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ARCS는 300라운드 이후에 사망노

드가 발생하며 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띈다.

그러나 최대 13%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서 BS와

1-hop 거리 밖의 노드들이 단절되지는 않는다. 제안

하는 기법은 400라운드 중반에 사망노드가 발생하였

으며 ARCS와 유사한 비율로 사망노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그 비율은 최대 18%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림 9. 1-hop 거리 내 사망노드 발생 비율 비교

4.5 네트워크 수명 비교

전통적인 에너지효율을 중시하는 방법들에서 가

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네트워크 수명의 비교이

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대표

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네트워크 내에 생존하는 노드

의 수명비교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에 의하면 제안하는 방법은 향상된 네트워

크 수명을 보인다. 이는 이전의 ARCS 기법에 수집

데이터를 노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서 얻게

되는 에너지 이득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제안 방법과 기존의 방법의 상호비교를 간략하

게 나타낸 성능비교표이다.

그림 10. 네트워크 수명 비교

LEACH TEEN APTEEN ARCS Ed-RCS

데이터

정확도
상 하 중 상 상

고립노드

발생비율
하 중 상 상 상

네트워크

참여노드
상 상 상 하 하

노드잔여

에너지
하 하 하 상 상

사망노드

발생비율
상 상 상 하 하

표 3. 성능 비교

4. 결 론

본 논문은 노드의 자체적인 데이터 처리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이전의 데이터 단순비교 방식을 개선한

네트워크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수집 주기에

대응하는 데이터 비교 및 전송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시·공간적인 데이터 중복을 배제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른 노드의 전송 회수를 경감시키게 되

는 효과가 있어 제한된 에너지원을 갖는 네트워크의

에너지 보존에 유리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법은 네트워크

의 수명이 다 하기까지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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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따라서 네트워크 동작 후반에도 사용자가 신뢰

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특수 목적이 아닌 범용 센서

네트워크를 고려할 경우 센서 노드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및 전송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문제에 대한 최적

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센서 네트워크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저비용·고효율의 센서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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