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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센서네트워크(WSN)는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WSN을 
구성하는 센서노드는 저 전력 배터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이를 고려한 WSN 수명연장은 중요한 연구목표이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WSN을 구성하기 위해 노드의 에너지 소비는 적으면서도 클러스터 부하 균등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화된 클러스터링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프로토콜의 핵심 아이디어는 센서노드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용량의 한
계치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멤버노드와 클러스터 밀집도가 균등분포(load balancing)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최적 클
러스터 헤드 확률모델을 도입해서 WSN을 분할하는 클러스터가 최적화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부하의 
적절한 분산과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성능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계층형 프로토콜인 LEACH와 최근에 제안된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팅 프로토콜(CBLM)보다 더 
수명이 연장되고 안정화 될 수 있었다. 

주제어 : 클러스터링, 에너지 밸런스, 에너지 효율성, 네트워크 수명, 무선센서네트워크

Abstract  The Wireless sensor network(WSN) consisting of a large number of sensors aims to gather data in a 
variety of environments. The sensor nodes operate on battery of limited power. so, To extend network life time 
is major goals of research in the WSN. In this paper, we state the key point of a energy consumption with 
minimum&load balancing. The proposed protocol guarantee balance of number of cluster member nodes using 
the node memory threshold and optimization of distribution of cluster head using the optimized clustering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protocol could support the load balancing and high energy 
efficiency by distributing the clusters with a reasonable number of member nod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schme ensure longer life time in WSN as compare with existing schemes such as LEACH and 
CBLM. 

Key Words : Clustering, Load Balanc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Life Time, Wireless Sensor Network

Received 6 September 2013, Revised 27 September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Chu-Seock ChangKyungwoon University) 

Email: happychw@ikw.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부하 균등화를 위한 클러스터링 최적화 프로토콜

420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419-429

1. 서론 

무선 센서네트워크(WSN)는 배터리를 통해 원을 공

받는 센서들로 구성되며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해 

구축된다. WSN은 소형화, 력 , 비용의 특징을 가

지며 군사, 의학, 과학 등의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

고 있다. 특히 자동망 구성 기능을 가진 WSN의 특징을 

살려 사람이 근하기 어려운 환경의 정보 획득을 목

으로 하는 응용분야에 요한 수단을 제공한다[1-4].

WSN의 응용분야는 매우 다양하지만 센서노드가 구

성요소가 되므로 센서노드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 을 가

진다. 그  가장 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력 배터

리의 사용으로 인한 수명문제이다. 센서노드의 수명은 

곧 센서네트워크의 수명으로 귀결되며 이는 응용의 목

달성 여부를 좌우 할 수 있는 요한 문제이다. 무선 센

서 노드가 WSN에서 사용하는 에 지는 크게 데이터 센

싱 에 지, 로세스 처리 에 지, 송수신 에 지로 나  

수 있는데 이  송수신 에 지의 소비량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송수신 에 지를 감축하는 방법이 WSN 수명

연장의 출발 이 된다. 

센서노드의 송수신 에 지 소비는 라우  로토콜과 

한 연 성이 있고, 라우  로토콜은 네트워크 구

조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WSN 구조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크게 평면형 구조와 계층형 구조로 나  

수 있다[5-8]. 평면형 구조는 기 에드-혹(ad-hoc) 네트

워크를 해 개발된 구조로서 네트워크 체를 하나의 

역으로 간주하여 모든 센서노드들이 동일한 기능과 역

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에 지가 제한된 WSN 특성 상 

데이터를 송하는 경우 많은 센서노드가 역할을 분담하

게 되고 이는 많은 에 지 소비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평면형 구조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개발된 계층

형 구조는 WSN을 클러스터(cluster)라는 역들로 분할

하며 각 클러스터에는 클러스터 헤드(cluster head)가 존

재한다. 센서노드는 클러스터 헤드를 통해 싱크(sink)로 

데이터를 송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평면형 구조에 

비해 메시지의 송수신 횟수를 감소시켜 에 지 소비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드 역할 분

담은 클러스터 헤드 노드와 멤버노드간의 비 칭 인 에

지 소비 문제를 야기한다. 즉 데이터 송 에 지 소비

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기지국까지 데

이터를 직  달하는 클러스터 헤드는 멤버노드에 비해

서 에 지 소비가 상 으로 더 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 칭  에 지 소비문제는 네트워크 일부분에 부

하가 집 되도록 하고 결과 으로 WSN 수명 하의 원

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조건으로 

체 노드 비 클러스터 헤드의 최 비율과 각 클러스

터 멤버노드 수의 균등분포(load blancing) 그리고 클러

스터가 네트워크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클러스터 도 

균등화 등이 필요하다. 물론 노드 메시지 송 시에 에

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선처리는 필수

조건이다. 

이를 구 하기 한 본 논문의 아이디어는 센서노드

가 장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메모리 임계치)와 최  

클러스터 헤드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드 

균등분포(load balancing)와 클러스터 최 화를 이룸으

로서 네트워크 에 지 소비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다. 

한 메시지 송범 를 네트워크 체 범주 송이 아

닌 한 홉 단  송을 하고 이를 메모리 임계치 기법과 

연동함으로서 부하의 한 분산을과 노드 에 지 소비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표

인 계층형 구조 로토콜인 LEACH와 최근에 제안된 클

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  로토콜에 한 간략

화 된 설명과 문제 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러스터링 최 화 로토콜에 해 상세히 살

펴보고, 4장에서는 제안된 기법과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표 인 계층형 로토콜인 LEACH와 

LEACH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균등분포 방법을 제시한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홉 라우  로토콜[9,10]에 

해서 살펴보고 이에 한 문제 을 분석한다. 

2.1 LEACH 프로토콜

LEACH는 가장 표 인 계층형 로토콜로서 

LEACH-C, PEACH, HEED 등 많은 로토콜의 토 가 

되었다[11-15]. LEACH는 크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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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과 감지(Sensing)된 데이터를 송하는 지속상태

(Steady)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한 세부과정은 아래

와 같다. 

step 1: 각 노드는 라운드 시작 시 마다 아래 식에 따

라 스스로 클러스터 헤드로 선정 될 확률을 구

한다. 

   










 





    

     

 

      i :노드 식별자 , t :시각, n : 체 노드 수,

      k :클러스터 수, r :라운드

여기서 Ci(t)는 지시함수로서 r mod(n/k) 라운드 동

안 해당 노드가 클러스터 헤드 다면 0으로 아니면 1로 

설정된다. 이는 한번이라도 헤드 역할을 했던 노드를 배

제함으로서 모든 노드가 동일한 확률로 클러스터 헤드가 

되는 것을 보장하기 함이다.

step 2: 클러스터 헤드로 결정된 노드들은 멤버노드들

에게 헤드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로드캐스트

한다. 이때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수신할 

수 있는 송강도로 발신한다.

step 3: 모든 헤드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각 노드들

은 메시지의 신호강도를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헤드를 자신의 클러스터 헤드로 

결정한다. 

step 4: 각 노드는 자신의 헤드에게 클러스터에 참여

하겠다는 연결허락 메시지를 발신한다. 마찬

가지로 각 노드는 헤드의 네트워크상의 치

를 모르므로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이 수신

할 수 있는 송강도로 발신한다.

step 5: 각 헤드들은 일반노드들이 보낸 연결허락 메

시지를 수신하여 클러스터를 완성한다.

step 6 : 각 라운드마다 단계1에서 5를 반복한다.

LEACH는 클러스터 구성이 완료된 후 데이터 감지임

무를 수행하면서 센서노드의 에 지 균등소비를 해서, 

step 1에서 보는바와 같이 클러스터 헤드를 주기 으로 

확률에 의해 선택한다. step 2~4는 클러스터 구성의 표

단계로서 LEACH 이후에 연구된 많은 계층형 로토콜

들이 베이스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LEACH는 이와 같이 

매우 요한 연구이지만 효율성에서는 개선 이 있다. 

그  표 인 것이 노드의 에 지 소비를 진시키는 

네트워크 체 범주의 데이터 송이다. 송신 에 지 소

비는 송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네트워크 

체 범주의 송은 노드 에 지 소비를 속하게 진행

시키는 문제가 있다. 한 확률에 의해서 클러스터 헤드 

균등분포를 지향했지만 엄 한 의미의 균등분포는 아니

므로, 각 노드의 에 지는 균형 있게 소비되지 못한다. 

LEACH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제시된 로토콜 에서 클러스

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  로토콜이 있다[10].

2.2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팅 프로

토콜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  로토콜은 

LEACH 련 로토콜의 공통 인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델(Popt)[16]을 사용해

서 각 노드의 에 지 소비를 균등하게 분산시킨다.

이 확률 모델은 클러스터 헤드와 노드들 간의 상거

리, 클러스터 헤드의 송 거리와 노드의 에 지를 이용

해서 최 의 클러스터 헤드 수를 설정한다. 클러스터 헤

드 선정을 해 각 센서 노드들은 0과 1사이에서 임의의 

수를 정한다. n번째 센서노드가 생성한 수가 임계값 

Tnew(n)보다 작다면 그 노드는 해당 라운드의 클러스터 

헤드로 선출된다. 임계값 Tnew(n)은 다음과 같다.

 
 × 





∀∈ (1)

  ∀∉ (2)

여기서 r은 재 라운드, G는 이  1/P라운드 동안 클

러스터 헤드로 선출되지 않은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Popt는 최  클러스터 헤드 비율이다. 이와 같이 클러스

터 헤드를 선출 후, 각 클러스터 헤드는 자신이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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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로 선출되었음을 로드캐스 한다. 메시지를 수신

한 센서노드들은 신호 세기를 비교해서 가장 신호강도가 

높은 클러스터 헤드를 선택하고 역으로 join 메시지를 

함으로서 클러스터 구성을 완료한다.

클러스터를 구성한 후 클러스터 내의 각 노드 사이의 

멀티 홉 경로를 구성하기 해 클러스터 헤드와 멤버노

드는 join과 확인메시지를 반복해서 주고받음으로서 경

로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각 클러스터 멤버노드는 클러

스터 헤드를 최종 목 지로 하는 경로를 장하게 된다.

2.3 기존연구의 문제점

LEACH와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  로토

콜을 포함한 기존의 계층형 로토콜들 연구는 WSN 수

명 최 화를 한 다양한 을 제시했다. 하지만 효율

인 에 지 소비 측면에서 매우 요한 문제 을 간과 

한 것이 있다. 그것은 노드 에 지 소비와 클러스터 균등

분포(load balancing) 그리고 클러스터 최 화를 연동해

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에서 바라볼 때 LEACH는 단지 확률계

산에 의해 헤드노드를 선출하기 때문에 균등분포실효성

이 매우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해 클러스터 기반 지

역 멀티 홉 라우  로토콜은 최 의 헤드 노드 수를 도

입했다. 하지만 헤드노드 숫자만 최 화 한다고 해서 각 

클러스터의 멤버노드 구성이 균등화되었다는 보장이 없

으므로 진정한 최 화라고 볼 수 없다. 즉 클러스터 최

화는 헤드 노드 수의 최 화 뿐만 아니라 각 클러스터 멤

버노드 수의 균등분포 그리고 네트워크 일부분에 헤드노

드가 집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클러스터 집도의 균등

분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제안하는 로토콜은 이를 

만족하는데 을 맞춘다. 이에 한 자세한 세부설명

은 다음 장에서 한다.

3. 클러스터링 최적화 프로토콜 

본 장에서는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 성능을 개

선한 라우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로토콜은 

최 화된 클러스터 구성을 해 노드 메모리 임계치와 

[16]에서 제안한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델(Popt)을 

결합해서 이용한다. 즉 센서노드와 센서노드 사이의 연

결도 정보와 각 노드의 개별 에 지 정보를 장하는 메

모리 임계치(Threshold)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멤버노드 

수와 집도가 균등하도록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이 과

정에서 메모리 임계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노드를 

로토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Popt를 이용해서 최  숫

자의 클러스터 헤드를 보장하도록 한다. 

3.1 균등분포를 위한 임계치 설정 단계

제안하는 로토콜은 노드 에 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해 노드 한 홉 단 로 메시지를 송한다. 이를 해서

는 노드 사이의 연결도 정보를 각 노드가 장하고 있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센서노드는 자신과 상 방의 에

지 등 상태정보를 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처리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연결도 테이블과 에 지 테이블 자

료구조를 사용한다. 여기서 연결도 테이블은 노드와 노

드 사이의 연결도 정보를 1비트 단 로 장하고, 에 지 

테이블은 노드의 개별 ID와 에 지 정보를 장한다. 

이와 같은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료구조의 

메모리 용량이 노드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싱크노드로부터 시작해서 각 노드들이 메시지를 한 

홉 단 로 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연결도 테이블과 

에 지 테이블에 갱신할 때마다 테이블의 용량은 증가한

다. 하지만 센서노드의 메모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

이블을 장하는 것 역시 제약이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노드 메모리 제약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멤버

노드가 균등분포 되도록 한다. 

노드 메모리 한계치를 일반화하기 해서 네트워크 

체 노드 수를 n이라하면, 에 지테이블을 해 nlogn 

비트가 필요하고 연결도 테이블을 해 n2 비트가 필요

하다. 그 다면 메모리 임계치 α는 하나의 센서노드에서 

에 지테이블과 연결도 테이블의 최  장 가능 용량을 

고려하여 2nlogn+n2>α로 설정 할 수 있다. 부가 으로 α

는 용하고자 하는 응용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정

의할 수 있다.

그림 1은 테이블 장 임계치 α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싱크노드(S)를 심으로 각 노드들이 메시지

를 해 나감에 따라 각 노드의 정보들이 되고 결

과 으로 테이블 장 임계치에 도달하는 노드들이

(h1,h2,h3,h4,h5)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드들은 

자신의 메모리에 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α를 반지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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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일정 크기의 역(클러스터)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임계치에 도달하는 모든 노드들이 클러스터 구성

을 한 헤드 노드가 된다면 WSN은 무 많은 수의 클

러스터로 분할된다. 그러므로 한 숫자의 클러스터 

헤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노드가 주체가 되어 클러스터

를 구성하기 해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델을 이용

한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한다.

S

h1

α

h5

h3

h4

h2

[Fig. 1] A notion of Memory critical value α

3.2 클러스터 구성과 최적화 단계

노드 메모리 임계치와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델

(Popt)을 이용해서 최 화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  싱크노드가 기화된 에 지테이블과 

연결도 테이블을 포함하는 클러스터 생성메시지를 송신

하면 각 노드는 다음과 같은 step을 수행한다. 

step 1: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을 수

행한다. 이때 각 노드는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

를 단 한번만 송신한다.

       if((테이블 임계치)<α && n(num)<Tnew(n))

            if (노드 n의 식별자가 연결도

              테이블에 존재하는가? )

       { 수신된 연결도테이블과 자신의 연결도테이

블을 ID가 동일한 열끼리 OR 연산을 수행.}

        else

       { ID와 에 지 잔류량을 에 지테이블의 마지

막 치 m에 삽입. }

           end if   

        else

           { 임계치와 Popt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노

드는 재까지의 정보를 장하고 클러

스터 헤드노드가 된다.

            } 

        end if        

step 2: 선택된 클러스터 헤드노드는 나머지 WSN 

역에 한 클러스터링을 완성하기 해서, 

기화된 에 지테이블과 연결도 테이블을 포함

하는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와 헤드 선정 메시

지를 한 홉 단 로 송한다. 

step 3: if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를 처음 수신 한 노드

라면 ?)

 { setp 1 단계를 수행한다.}

else

{ 각 노드는 가장 먼  들어온 헤드선정메시지에 장된 

헤드 ID를 클러스터의 헤드로 선택하고 장한다.}

step 4: if (이미 처리한 동일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

        { 테이블 정보만 갱신하고, 메시지를 재 송 

하지 않는다.} 

        else

        { 자신의 연결도 테이블과 에 지 테이블의 

정보를 갱신한다. 정보의 갱신이 완료된 

후, 노드는 갱신된 연결도 테이블과 에 지 

테이블을 포함한 헤드 선정 메시지를 이웃

노드들에게 송한다.}

step 5: 헤드를 선택한 노드는 헤드를 목 지로 하는 

연결 허락 메시지를 연결도 테이블에 장된 

라우  정보를 이용해서 송신한다. 

step 6: 각 노드는 메시지를 송신 한 후에 수시한 메시

지는 자신의 클러스터 ID가 아니면 무시한다. 

step 7: 헤드노드는 멤버 노드들이 보낸 연결허락 메

시지를 수신하고, 자신의 연결도 테이블과 에

지 테이블의 정보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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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p 1에서,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를 수신한 각 노드는 

자신의 에 지테이블과 연결도 테이블을 응용의 속성에 

합하도록 미리 설정된 임계치 α와 비교한다. 만약 자신

의 메모리 사용량이 α보다 다면 자신의 에 지테이블

과 연결도 테이블을 갱신/ 장한 후, 메시지를 로드캐

스트한다. 그 지 않고 자신의 메모리 사용량이 α보다 크

다면 클러스터 헤드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된다. 이와 같

은 클러스터 헤드 후보노드들은 최  클러스터 헤드 확

률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한 수가 임계값 Tnew(n)보다 작

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클러스터 헤드로 선출된다. 

이를 통해서 모든 클러스터 헤드 후보노드들이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를 로드캐스트 함으로서 비효율 으로 많

은 클러스터로 분할되는 문제를 막고 최  수의 클러스

터를 유지할 수 있다.

클러스터 헤드로 선출 된 노드는 step 2에서 기화된 

연결도/에 지 테이블을 포함하는 클러스터 생성메시지

를 한번만 송신함으로서 제 2의 싱크노드 역할을 한다. 

클러스터 생성 메시지를 처음 수신한 노드들은 step 1을 

수행함으로서 임계치 α를 만족하는 일정 크기의 클러스

터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WSN의 체 역에 클러스터

를 구성할 수 있다. 

노드가 클러스터에 복되어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

기 해서 step 3에서 각 노드는 가장 먼  들어온 헤드

노드 선정메시지에 포함된 헤드노드를 자신의 클러스터 

헤드노드로 선택한다. 헤드노드를 선택한 멤버노드는 자

신이 선택한 헤드노드에게 연결허락 메시지를 송함으

로서 헤드노드와 멤버노드 사이의 데이터 송경로를 확

립한다. step 4에서 노드가 동일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노드는 연결도 테이블의 정보만을 갱신하고 메시지는 재

송하지 않는다. 이 게 함으로서 노드의 메시지 송수

신 에 지 소비를 최 한 이고 네트워크에 오버헤드도 

일 수 있다. 하지만 동 인 네트워크의 정보는 수신된 

메시지를 통해 테이블의 정보를 갱신함으로서 유지할 수 

있다. step 5~7을 통해 각 노드는 자신의 클러스터 헤드

를 선택하고, 선출된 클러스터 헤드노드는 각 노드가 보

낸 연결도 테이블과 에 지테이블을 유지함으로서 각 멤

버노드들에 한 송경로와 에 지 잔류량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구성과 최 화 단계를 통해서 결

과 으로 클러스터 멤버노드 수의 균등분포와 클러스터 

집도의 균형분포를 보장하는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클

러스터 멤버노드와 헤드노드는 한 홉 단  노드연결정보

와 상태정보를 장하게 된다.

3.3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단계

수집된 데이터 송을 한 구체 인 step은 아래와 

같다. 감지 데이터 보고 메시지를 수신한 각 노드는 step 

1을 수행한다. 

step 1: 데이터를 감지한 노드는 자신의 연결도 테이

블을 이용해서 헤드노드까지의 최단거리 경로

를 설정하고 보고 감지데이터 보고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한다. 

step 2: 헤드노드까지의 경로에 속한 간노드들은 수

신된 메시지에 자신의 ID가 존재한다면 메시

지를 발송하고, 그 지 않으면 무시한다.

step 3: 헤드노드는 각 멤버노드들이 보낸 감지데이터

보고메시지를 수신한 후 데이터를 병합한다. 

헤드노드는 싱크노드를 최종 목 지로 설정하

고 이웃 헤드노드에게 메시지를 로드캐스트

한다. 

step 4: 목 지까지의 경로에 속한 간 헤드노드들은 

이미 송한 메시지인 경우 무시하고, 그 지 

않다면 이웃 헤드 노드에게 송한다.

계층형 구조에서 헤드노드는 싱크를 최종 목 지로 

보고 메시지를 송한다. 이때 헤드 노드의 에 지 소비

는 송 메시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소비된다. LEACH나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델 기법 뿐만 아니라 부분

의 계층형 로토콜에서 헤드 노드는 싱크노드에게 네트

워크 체 범주의 송강도로 보고 메시지를 송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로토콜은 헤드 메시지 송 범 를 

네트워크 체 범주가 아닌 클러스터 폭의 2배 범 로 

일 수 있다. 즉 생성된 모든 클러스터는 메모리 임계치를 

만족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생성되었으므로, 각 클러스터

의 역면 은 일정하다. 그러므로 헤드 노드는 자신에

게 장된 다 경로 에서 가장 긴 경로를 선택하고, 이 

경로의 2배 강도로 메시지를 송하면 충분히 이웃 클러

스터의 헤드노드까지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헤드 

노드의 에 지 소비 뿐만 아니라 WSN 체의 에 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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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편차도 여 주는 효과가 있다. 

3.4 클러스터 헤드 순환과 다이나믹 클러스터 

재구축 단계

LEACH는 각 라운드마다 클러스터가 재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에 지 소모가 있었다. 제안하는 로

토콜은 0 라운드에서 클러스터를 구성 한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클러스터 재 구성없이 동일 클러스터 내

에서 헤드노드만 재선정한다. 여기서 일정 조건이란 헤

드노드에 들어오는 메시지의 양이 일정 임계치(본 논문

에서는 임계치를 체 헤드 수의 30% 이하로 설정)를 만

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싱크노드가 주체가 되어 클러스터 재구축 메시지를 송

한다.

헤드노드 재선정단계는 재의 헤드노드가 주체가 되

어 자신의 에 지가 임계값 이하로 떨어질 때 에 지테

이블의 정보를 이용해서 잔존 에 지가 가장 높은 노드

를 다음 헤드노드로 선정한다. 이때 임계값은 WSN 수명

이 다할 때까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네트

워크의 변동사항을 반 해서 감소한다. 즉 헤드 재선정 

메시지를 수신한 카운트 횟수가 체 클러스터 멤버노드

의 수와 같아진다면, 각 노드는 헤드 재선정 기  에 지 

임계치를 일정치 만큼 감소시킨다. 헤드노드 재선정을 

한 구체 인 차는 아래와 같다. 

step 1: 재 헤드 노드는 새로운 헤드노드를 선정한 

후 헤드노드 재선정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한

다. 이때 메시지에는 네트워크의 변동사항을 

다이나믹하게 반 하기 해 에 지 테이블과 

연결도 테이블 등의 상태정보가 포함된다.

step 2: 헤드 재선정 메시지를 수신 한 멤버 노드는 새

로운 헤드를 등록하고, 자신의 정보를 갱신한 

후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한다. 노드는 헤드를 

목 지로 하는 연결 허락 메시지를 송신한다. 

step 3: 새로운 헤드노드는 멤버노드들이 보낸 연결허락 

메시지를 수신한 후 자신의 정보를 갱신한다.

step 4: 싱크노드는 수신되는 헤드 메시지의 수가 임

계치 이하로 떨어진다면 클러스터 재구축 메

시지를 로드캐스트 한다.

step 5: 클러스터 재구축 메시지를 수신한 각 노드들

은 클러스터 구성과 최 화 단계의 setp 1을 

실행한다.

4. 실험 및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표 인 계층형 로토콜인 LEACH와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  로토콜(CBLM) 그

리고 제안한 로토콜을 비교 평가한다. 로토콜에 

한 객 인 비교는 에 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WSN 수

명연장과 균등분포를 기 으로 삼는다. 

4.1 에너지 소비 모델

각 로토콜간의 에 지 소비를 비교하기 해 기존에 

클러스터 기반 로토콜에서 제안된 에 지 소비 모델을 

이용하 다[17-18]. 이 모델에서 센서노드가 L 비트 메시

지를 거리 d까지 송신하기 해 소비하는 에 지 소비량

은 식(3)과 같고, 수신할 때 노드가 소비하는 에 지 소비

량은 식(4)와 같다.

   
 ≤ 

 
≻ 

(3)

  (4)

 L : 데이터 패킷 길이(비트)

 Eelec : 송․수신회로 에 지 소모

 efs : 송신 시 증폭기 소비에 지(자유 경로)

 emp : 송신 시 증폭기 소비에 지(다  경로)

 d : 노드 사이의 송 거리

 d0 : 송거리 임계값

 dNeighbor : 노드와 노드 간 송거리

센서노드의 에 지 소비는 회로 자체 소비, 수신과 송

신 에 지 소비로 나  수 있다. 회로자체 에 지 소비는 

데이터 처리를 해 소비하는 에 지를 의미하는데 소비

량은 극히 작다. 그리고 수신 할 때 필요한 에 지 소비

량 역시 매우 작다. 센서 노드의 에 지 소비는 부분 

송신 할 때 발생하며, 송신 에 지 소비는 송거리에 비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부하 균등화를 위한 클러스터링 최적화 프로토콜

426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419-429

례하여 증가한다.  수식 (3),(4)에서 보듯이 송신 에

지 소비는 송 거리에 따라서 자유 경로와 다  경로로 

구분된다. 자유 경로에서는 송거리(d)의 제곱에 비례

해서 력이 소비되고, 다  경로에서는 송거리의 네 

제곱에 비례해서 력이 소비된다. 자유 경로와 다  경

로의 구분은 송거리 임계값(d0)을 기 으로 결정된다.

4.2 실험환경과 성능평가

성능비교를 해 100m×100m 필드에 200개 노드를 분

포시켰고, 한 개의 노드를 심으로 4개의 노드가 집되

어 있는 격자구조를 가정하 다. 표 1은 실험을 해 설

정된 매개변수 값이다. 각 로토콜에서 한 라운드는 

체 센서노드 수가 200개인 경우 10 로 설정한다. 한 라

운드 동안 각 로토콜들은 네트워크 체에 라우  정

보와 클러스터 구성을 완료한 후, 헤드노드를 제외한 모

든 멤버노드는 1개씩의 메시지를 싱크노드에게 송한

다. 이때 송충돌비율은 20%로 설정하 다.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Network size 100 x 100

Nodes 200

Base station location 50, 50

Initial energy 1J

L 2,000 bit

Eelec 50nJ/bit

efs 10pJ/bit/m2

dNeighbo 50m

Collision ratio 20%

WSN에서 각 센서노드의 에 지 소비는 네트워크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한 기 으로 로토콜의 성능평가

에서 필수요소이다. 그림 2는 세 개 로토콜 간 에 지 

소비를 비교하기 해서 라운드가 반복됨에 따라 생존한 

노드의 비율을 보여 다. 축은 라운드 횟수를 나타내고 

축은 생존한 노드의 숫자를 나타낸다. 일정 라운드를 

넘어서면 수명을 다하는 노드의 숫자가 속하게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제안하는 로토콜의 경우 LEACH나 클

러스터 기반 지역 멀티 홉 라우  로토콜(CBLM)보다 

WSN의 수명이 더 연장 음을 알 수 있다.

0

50

100

150

200

0 1,000 2,000 3,000 4,000 
Round

LEACH CBLM Proposed

[Fig. 2] Variation of survival node numbers

그림 3은 라운드가 반복됨에 따라 송지연율의 변화

를 보여 다. 축은 라운드 횟수를 나타내고 축은 

송지연율을 나타낸다. 송지연율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

는 그만큼 수명을 다한 노드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송 

지연율 역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속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가진다. 만약 네트워크의 일부분에 클러스터가 

집 된 집도 편 이 나타나거나 클러스터 사이의 불균

등 분포가 있다면 송지연율은 더 빨리 증가한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제안한 로토콜의 송지연율을 비교했을 

때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와 3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먼  LEACH와 CBLM은 클

러스터 구성을 한 데이터 달 범주가 네트워크 체 

범 이고 제안하는 로토콜은 노드 한 홉 단  송방

법을 사용한다. 클러스터를 구성 한 후 클러스터 헤드가 

싱크로 메시지를 송하는 경우도 LEACH와 CBLM은 

송범 가 네트워크 체 범주이다. 하지만 제안하는 

로토콜은 클러스터 헤드와 헤드 거리의 2배 범주면 충

분히 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송범 가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 수집  송단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두 번째로 제안한 로토콜은 균등분포를 보장함으

로서 결과 으로 각 노드의 에 지 소비를 균형있게 함

으로서 부하의 한 분산을 만족한 이다. CBLM은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델(Popt)을 사용해서 각 노드

의 에 지 소비를 균등하게 분산시킨다. 하지만 CBLM

의 한 클러스터 헤드 수는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의

미의 균등분포(load balancing)는 이루지 못했음을 실험

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지향한 진정한 균등분

포란 각 클러스터 간 멤버노드 수의 균등분포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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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일부분에 클러스터가 집 되는 것을 방지한 클러스터 

집도의 균등분포를 뜻한다. 그림 4와 5는 이와 같은 균

등분포에 한 실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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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acket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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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Number of 
member nodes

Cluster number(ID)

CBLM Proposed

[Fig. 5] Performance of load balance- number of 
each cluster member nodes

그림 4는 CBLM과 제안한 로토콜의 클러스터 멤버

노드의 숫자분포를 보여 다. 축은 각 클러스터의 멤버

노드 숫자를 나타내고 축은 분포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제안하는 로토콜은 각 클러스터 멤버노드 숫자

가 모두 18~22개 사이에 100% 존재하지만 CBLM은 각 

클러스터의 멤버노드 숫자 분포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

다. 클러스터 멤버노드 수와 클러스터 집도의 균등분

포는 그림 5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임

의의 5개 클러스터를 추출했을 때, 각 클러스터의 멤버노

드 숫자비교를 보여 다. 축은 각 클러스터 ID를 나타

내고 축은 멤버노드 숫자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로토

콜은 CBLM에 비해서 멤버노드 수의 편차가 훨씬 고, 

네트워크 체에 클러스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 부하의 분산은 

노드들 간의 에 지 균등 소비를 유발하고, 이는 네트워

크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WSN 수명최 화를 해 노드 균등분포

(load balancing)와 클러스터 최 화 측면에서 에 지 소

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했다. 노드 균등분포 

구 을 한 아이디어는 노드 한 홉 단  연결정보와 노

드 에 지 정보를 장하는 메모리 임계치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각 클러스터의 멤버노드가 균등분포(load 

balancing)를 이룰 수 있음을 보 고, 네트워크 일부분에 

클러스터가 집 되는 문제를 방지함으로서 클러스터 

집도의 균등분포 역시 만족함을 보 다.

그리고 클러스터 최 화는 최  클러스터 헤드 확률 모

델[16]을 이용해서 헤드노드의 수를 최 화 함으로서 WSN

이 한 수의 클러스터로 분할 되도록 했다. 이를 처리하

는 과정에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노드들의 정보 갱신과 메

시지 송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제안하는 논문의 성능평가를 해 가장 표 인 계

층형 로토콜인 LEACH 그리고 클러스터 기반 지역 멀

티 홉 라우  로토콜(CBLM)과 비교 실험을 하 다. 

그 결과 제안하는 로토콜은 클러스터 멤버노드의 균등

분포를 만족하면서 노드 에 지 소비를 여서 가장 긴 

네트워크 수명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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