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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응용환경에서 수집 하는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센서 네

트워크의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 방법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1-4]에 의하면, 이 요소들은 네트워크 성능 평

가에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요소들 중 

특히, 센서 데이터 패턴은 센서 네트워크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클러스터

링 기법은 반드시 센서 데이터의 패턴, 즉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닐 경우,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일 경우 기존의 단일 센서 데이터 수집에 최적

화되어 있는 클러스터링 기법은 에너지 효율적인 전

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다종의 데이터 수집이 고려

된 클러스터링 기법이 필요하다. 최근의 센서 네트워

크 응용분야는 높은 수준의 상황정보추론을 위해 다

종의 센서를 사용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 융합[3,4]을 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종의 센서 데이터 수집

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센서 데이

터들을 수집하는 장소가 동일할 경우, 각각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을 갖는 센서 네트

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운용 면에서나 경

제적인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경우 다종 센

서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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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

해 하나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

는 노드를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방

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다종 센서 데

이터를 고려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 

클러스터링 기법의 문제점 및 센서 데이터 패턴 및 

센서 수량에 대한 네트워크 성능 변화에 대해 고찰한

다. 제 3장에서는 다종 센서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해 고찰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기본 

환경과 동작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한다. 제 5장에서

는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기존의 기법들과 비교하

여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연구

기존 기법은 단일 타입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법[5]이며, 수집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6-10]한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기법들

은 데이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성능에 영향을 받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2.1 센서 데이터 패턴

클러스터링 기법은 그 특성상 데이터 패턴의 차이

에 의해 네트워크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구[1-2]는 이러한 데이터 패턴을 크게 (a) 주기적 

변화 데이터, (b) 목표 추적시 데이터, (c) 기온 측정

시 데이터, (d) 무작위 데이터 (e) 화재경보와 같은 

장기간 값이 없는 데이터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이 요소가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클러스터링 방식

몇 가지 클러스터링 기법[9-10]은 다음의 Fig. 1과 

같이 초기 클러스터링부터 센서 데이터 값을 기준으

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이는 클러스터 구역의 센서 데이터가 상호 인접하

는 지역일 경우 발생하는 값이 유사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다종 센서일 경우, 센서의 특성이 서

로 상이하여 클러스터 구성에 기준이 되는 데이터 

값 결정에 문제가 있다.

2.3 다종 센서

응용환경이 다양하면 다종의 센서가 사용될 수 있

다. 한 개의 센서노드에 acoustic, vibration, behav-

ior information[10-17] 등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경우 네트워크 운용에 걸리는 부하는 증가하고 네트

워크 수명은 단축될 것이다. 기존 연구[2]에서는 기

존의 센서 네트워크와 다종 센서 네트워크의 운용시

간을 다음의 Fig. 2와 같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센서의 수량에 비례해 자원고갈이 증가

하며 다종 센서의 사용은 네트워크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응용의 수

기존 연구[3-4]에서는 다수의 응용이 요구하는 단

일 타입 센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Fig. 1. Example of sensor value-based data centric cluster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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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Fig. 3과 같이 각 응용()이 

요구하는 시점이 겹치는 구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샘플링( )하여 전송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다.

그러나 위의 연구와 달리 다종 센서 데이터는 특

성이 서로 다르므로 응용의 요구도 다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데이터 최적화 및 처리 알고리즘이 요구

된다.

3. 다종 센서 고려사항

기존 연구[6-10]에서는 센서 데이터의 특성을 이

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일 센서를 

고려하였으므로 다종 센서를 이용한 클러스터링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법에서 다종 센서

를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3.1 데이터 빈도  

데이터 빈도는 센서 필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출현빈도와 발생여부와는 별개로 응용에서 요구하

는 데이터 수집빈도의 두 가지가 있다. 데이터 출현

빈도는 센서 필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발생 빈도

이다. 데이터 수집빈도는 수집되는 데이터를 응용의 

요구에 맞게 재처리 한 것으로 데이터 출현빈도 즉 

raw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 재 가공

된 데이터이다.

데이터 수집 요구 빈도()는 데이터 발생 빈도

(i f)와 같거나 낮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i f ≤, 1=continuous

 ≤i f
이 식에 의하면 가 i f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나 응용은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얻

을 수 있다.

3.2 데이터 길이

데이터 길이는 센서 필드에서 출현하는 원시 데이

Fig. 2. Network lifetime comparison.

(a)

(b)

Fig. 3. Application requirement & sampling optimization comparison (a) at a time point sampling optimization, (b) 

continuous interval sampling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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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길이와 수집된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

한 후의 데이터 길이로 구분된다. 따라서 처리된 데

이터 ()는 수집된 원시 데이터()와 같거나 적

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maximum data length

 ≤

이 식에 의하면 가 0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

비는 감소하고 데이터 정확도는 낮아지며 가 

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데이터 정확

도는 높아진다.

3.3 데이터 정밀도

데이터 정밀도는 센서 필드에서 출현한 원시 데이

터 값의 분포에 대한 출현 데이터 값 정밀도와 응용

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응용 요구 정밀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응용의 요구 정밀도 ()는 출현 원시 데이

터 값 정밀도 ()와 같거나 적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maximum density

 ≤

이 식에 의하면 가 0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

비는 감소하고 데이터 정확도는 낮아지며 가 

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데이터 

정확도는 높아진다.

3.4 데이터 긴급성

긴급 데이터( )를 수집한 클러스터는 데이터

를 가공할 것인지, 즉각 전송할 것인지 결정하며 이

는  ≤ ≤으로 표현된다.

식에 의하면 가 0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비

는 감소하고 네트워크 수명은 증가하며, 가 1에 

근접할수록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네트워크 수명

은 감소한다.

따라서 다종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위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우리

는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4. 4-factors considered algorithm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단일 센서 기반 클러스터

링 기법에 대해 다종 센서를 고려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다종 센서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이며 클러스터 생성 및 클러스터 멤버 노드와 

헤더 사이의 데이터 전송, 그리고 클러스터 헤더와 

싱크 노드 사이의 데이터 전송에 다종 센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즘 설계를 적용하였다.

4.1 동작과정

제안하는 방법은 초기 셋업 단계에서 다종 센서의 

데이터 수집을 고려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각 센

서 값의 비교를 통해 주 전송과 긴급 전송으로 나누

어 데이터를 처리 후 전송하거나 즉시 전송하는 구조

를 갖는다. 여기에는 각 센서별로 데이터 빈도에 대

한 두 요소인 i f와  , 데이터 길이에 대한 두 요소

인 와  , 데이터 값 정밀도에 대한 두 요소인 

와  , 데이터 긴급성에 대한 요소인 가 

클러스터 구성의 요소로서 고려된다.

4.1 initial 셋업

4.1.1 클러스터 헤더 선정

먼저, 응용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 수집 정

밀도를 위해 센서 필드 전체 면적 대비 클러스터 개

수를 구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18]에서는 노드 개수 

대비 약 5% 정도의 노드가 이상적으로 보고되었나 

기존 연구는 노드의 전송범위가 네트워크 전체를 포

함하고 취급하는 데이터도 한 가지 종류의 센서 데이

터였으므로 클러스터 헤더 선정에 적합하지 않다. 이

에 우리는 다종의 센서 즉 다수의 응용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밀도 구현을 위해 각 응용별로 요구하는 

데이터 값 정밀도에 대한 두 요소인 와  두 

값을 고려하여 클러스터 헤더의 수 를 결정하였다.

데이터 값 정밀도는 센서 별로 요구하는 값이 다르므

로 각 응용에서 요구하는 값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대값을 반영할 경우, 응용이 

요구하는 최대 정밀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정밀도가 유지되며 멤버노드의 구성이 

필요 없으나 클러스터 헤더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

게 된다. 최소값을 반영할 경우, 응용이 요구하는 최

소 수준의 정밀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클러스터 헤더

에 의한 네트워크 정밀도가 유지되며 이후 클러스터 

멤버 노드 선정을 통해 응용이 요구하는 최대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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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수준으로 네트워크 정밀도가 유지된다. 이는 

다음의 식 (1)과 (2)로 표현된다.

Maximum k, (1)

 









  

  max


·   if   max 

  

  max


·



 max 


   if ≠ max 

Minimum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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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max 

는 센서 노드의 센서의 수, 즉 응용의 개수이며,

는 센서 필드의 전체 면적, 는 단위면적,  max 
는 클러스터의 최대 크기이다. 이 식에 의해 클러스

터 헤더의 수인 k값이 결정되며, 이 k값은 클러스터 

헤더 선정을 위한 식에 사용된다. 클러스터 헤더 선

정을 위한 확률함수[5]는 다음의 식(3)과 같다.

 










mod





    

     

(3)

은 노드의 개수, 은 현재 라운드, 는 현재 시간,

는 클러스터 헤드가 되기 위한 문턱값이다. 이 

식에 의하면 최근에 클러스터 헤더가 되었던 노드는 

가 0이 되어 모든 노드가 돌아가며 클러스터 헤

더가 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첫 라운드의 셋업

에 위의 식(3)을 통해 클러스터 헤더를 선정하며 이

후 라운드의 헤더 선정은 4.2의 과정을 따른다.

4.1.2 클러스터 멤버 노드 선정

초기 셋업에서 클러스터 헤더 선정 후, 클러스터 

헤더가 된 노드는 자신의 멤버 노드를 정한다.

․  max - 클러스터 헤더는 센서 필드 전체를 

최대의 조밀도로 커버하게 되므로 클러스터 헤더 이

외의 노드는 슬립상태로 진행한다.

․ min ≤  ≤ max - 클러스터 헤더는 센서 필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므로 클러스터 멤버노드 선정

과정을 진행한다.

클러스터 헤더는 클러스터 참여 메시지를 브로드

캐스팅 하며, 인접한 센서 노드는 받은 메시지의 신

호세기가 가장 큰 클러스터 헤더의 멤버노드로 참여

한다. 인접한 클러스터 헤더가 없어 클러스터에 참여

하지 못한 노드이나 다른 클러스터의 멤버 노드로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인접해 있을 경우, 네트워크로

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식(4)를 이용해 인

접 클러스터의 2차 멤버 노드로 참여한다.

  
  

  maxmax


       ≥

(4)

4.2 셋업

4.2.1 클러스터 헤더 선정

첫 라운드 이후, 센서 데이터의 발생 및 수집 빈도

와 데이터 크기에 대한 측정값, 그리고 긴급 데이터 

발생률을 각각  , , 라고 했을 때, 각 센서별

로 계산된 이 값과 이전 라운드에서 소비되었던 에너

지 소비에 대한 비율이 다음 라운드의 클러스터 헤더

를 선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작용한다. 이는 데이터 

송수신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내부 프로세싱 소비에

너지보다 크기 때문[19-21]이며,  , , 는 각각 

다음의 식(5)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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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는 단위시간이며 각 응용별로 계산된  , ,

를 클러스터 헤더 선정을 위한 식(6)의 변수로 

사용하여 클러스터 헤더를 선정한다. 첫 라운드에서 

클러스터 헤더로 선정되었던 노드는 다음 라운드에 

클러스터 헤더가 될 수 없다.

(6)

4.2.2 클러스터 멤버 노드 선정

멤버노드 선정은 4.1.2 와 같으나 멤버노드의 결정

에  , ,  값을 포함하며 다음의 식(7)로  표현

된다. 인접한 클러스터 헤더가 없어 클러스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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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노드이나 다른 클러스터의 멤버 노드로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인접해 있을 경우, 네트워크로

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 위의 식(4)를 이용해 인접 

클러스터의 2차 멤버 노드로 참여한다.

  
  

  max   
  max    max

  (7)

다음의 Fig. 3은 제안하는 방법의 클러스터 선정

과정의 초기 셋업과 이후의 셋업과정을 비교한 것이

다.

위의 Fig. 3과 같이 제안 방법은 셋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며 초기 셋업은 LEACH의 형태를, 이후 셋업

은 각 센서 값을 고려한 클러스터 헤더 및 클러스터 

멤버노드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면서 상호 유사한 데이터 특성을 갖는 노드

들이 클러스터로 구성되게 되어 에너지 효율적인 동

작이 가능하다.

4.3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다종의 센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응용별로 각

각 다른      값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 가장 높은 데이터 전송 빈도를 갖는 응용에 맞추

어 모든 응용의 데이터 전송주기를 조절하면 센서에

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높은 전송 빈도를 갖는 응용이라도 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보낼 수 있게 되므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복 데이터 검사를 

통해 이전의 값과 중복되는 값은 배제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주기가 빈번하지 않더라도 전송해야 하

는 데이터의 양이 많은 응용의 경우와 긴급 데이터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의 Fig. 5는 중복해서 수

집되는 데이터 값에 대한 일괄적인 전송을 했을 경우

와 배제했을 경우를 구분하여 나타낸다.

Fig. 5의     ,     ,

    ,     는 각각 긴급, 이미

지, 온도, 습도 데이터 각각에 대한 예시이며, 는 각

각 그 시점에 샘플링된 데이터, 즉 수집한 데이터이

다. (a)의 경우 3-2-2-2-4-3의 전송 데이터가 존재

하나 (b)는 3-2-1-1-3-2로 중복 값 생략 여부에 따

라 데이터 전송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의 Fig. 6은 제안하는 방법의 라운드별 동작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5. Performance Evaluation

제안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기존의 몇 라우팅 

기법들을 포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MATLAB이 사용되었으며 센서 노드는 1000개, 무

작위로 배치되는 구조이며 배치된 이후 고정된다. 센

서 데이터 생성 모델은 센서 타입별 데이터 셋을 적

(a) (b)

Fig. 4. Setup process comparison. (a) initial, and (b) norm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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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고 노드들 간 데이터 전송은 노드간 협업을 

위한 멀티 홉 전송 모델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초기 

에너지는 동일하다. 싱크 노드는 자원 제한이 없으며 

전송 범위는 전체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이에 따른 

입력 파라미터 값은 다음의 Table 1과 같으며 이는 

LEACH 기법의 성능평가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5.1 에너지 소비 

우선, 네트워크 운용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참여노드별 

(a) (b)

Fig. 5. Transmission comparison. (a) batch transmission, and (b) partial transmission.

(a)

(b)

Fig. 6. Round procedures. (a) first round, and (b) other 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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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식은 네트워크 

운용시 자원고갈 노드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 결과는 다음의 Fig. 7과 같으

며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 대비 약 3배 늦게 

자원 고갈 노드가 발생하여 자원 고갈이 기존의 방법

들 대비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

들 보다 자원관리 면에서 데이터 융합에 소비되는 

에너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2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가용시간의 증대와 함께 중요한 요소는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가 과연 실제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같은지의 여부이다. 에

너지 절약을 위해 일부 라우팅 기법들은 수집 데이터

를 변형하거나 무시, 삭제하는 데이터 가공을 거쳐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률, 즉 원

시데이터와 수집된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기존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을 비교하였다. 수집

률 비교는 네트워크에서 자원고갈노드가 20%까지 

발생하였을 때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Fig. 8의 각 기법별로 측정된 데이

터 수집률 결과그래프와 같다.

측정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 정확성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장시간 동작하

는 기법인 Ed-RCS와 비교하였을 때, 80%이상의 정

확도를 보이는 구간이 기존의 200 라운드에서 250

라운드 이상으로 연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50

라운드 이상 진행하더라도 70% 이상의 데이터 정확

도를 갖는다.

5.3 네트워크 수명

다음의 Fig. 9는 기존 기법들과 제안하는 기법의 

네트워크 동작 수명 비교그래프이다. 네트워크 구성 

및 유지에 의미가 없는 잔여노드 100개 미만을 제외

한 100-1000개 노드 구간에서 수명을 비교한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최소 0.8배 

정도의 수명 증가를 보인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다종 센서를 사용하는 센서노

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링 기법의 적합

성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전송에 소비되는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Item Value

Number of sensor nodes   

Network field size 200m×200m

Transmission range (sensor node) 50 m (radius)

Transmission range (sink) full coverage

Sensing coverage (sensor node) 10 m (radius)

Sensor node deployment strategy Random

Sensor node power supply 1J

Electric Energy   

Amplified energy of free space model   


Amplified energy of multipath model   


Sscheduling energy   

Data aggregation energy =

Message type & length

emergency :   

image :   

air-temperature :   

humid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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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7. Residual energy comparison. (a) LEACH, (b) TEEN, (c) APTEEN, (d) RRCH, (e) ARCT, (f) ARCS, (g) Ed-RCS, 

and (h)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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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8. Data accuracy comparison until 20% of dead nodes occurrence. (a) LEACH, (b) TEEN, (c) APTEEN, (d) RRCH, 

(e) ARCT, (f) ARCS, (g) Ed-RCS, and (h)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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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 센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을 위해서는 중복데이

터의 처리와 데이터 성격별 분류가 중요한 요소임을 

실험 결과 확인하였다. 향후, 우리는 현재 개발된 다

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성격 및 유형별로 특성을 나누

어 분류하고, 해당 센서가 적용된 센서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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