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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WSN(Wireless Sensor Networks, 무선 센터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 노드의 전력은 제한적이어

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1]들이

나 각 노드의 전력이 불충분할 때 충전하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여러 방안들[2]이 연구되어 왔다. 이런 연

구들에서 각 노드의 잔여 전력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측정한 잔여 전력을 다른 노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전송 전력이 소요된다. 예

를 들어, 노드의 잔여 전력을 고려하여 클러스터

(Cluster)를 구성하려면 각 노드의 잔여 전력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WSN을 이루는 각 노드로부터 감지되거나 필요한 

정보는 클러스터 구조[3]일 경우 클러스터 헤드 노드

(Cluster Head Node)로 모아져 중계 노드를 거쳐 최

종적으로 싱크(Sink) 노드에 도달한다. 싱크 노드에

서 네트워크 전체 노드의 잔여 전력을 추정할 수 있

다면 별도로 잔여 전력 정보를 수집(혹은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비와 전달에 걸리는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WSN에서 동작하는 응용에 따라 각 노드의 역할

이 정해지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일정한 패턴이 생성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기로 사건의 발생을 

감지하여 수집하는 응용(예, 온도 측정)이라면 싱크 

노드를 중심으로 라우팅 트리가 형성되고 트리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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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해당하는 노드(중간 전달 노드)들은 잦은 데이

터 전송으로 전력 소모가 단말 노드보다 크다. 정보

를 배포하는 응용에서는 루트 노드로부터 단말 노드

까지 전달되는 동안 부모 노드는 자식노드가 없는 

단말 노드보다 전력 소모량이 크다. 이러한 라우팅 

경로를 파악하거나 싱크노드에서 노드간의 데이터 

전송 이력을 알 수 있다면 노드의 전력 소모량을 추

정할 수 있다.

각 노드의 전력 소모량은 자신이 데이터를 보내는

데 소모되는 송신 전력 소모와 이웃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 소모되는 수신 전력 소모로 이루

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송수신이 없더라도 기본

적으로 소량의 전력 소모가 있다[4].

WSN에서 데이터 전송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토폴로지를 파악하고 각 노드들의 전송 내역(회당 

송신 전력 및 전송 횟수)을 알면 각 노드의 전력 소모

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전송 내역

을 파악하여 소모 전력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으

며, 특히 센서 노드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프로

세서에서 계산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각 노

드가 아닌 컴퓨팅 자원이 충분한 싱크 노드에서 전체 

노드의 전력 소모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싱크 

노드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전체 노드의 전력 소모를 

산출하려면 각 노드로부터 전송 내역을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전력 소모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싱크 노드에서 WSN의 토폴로지를 

파악하거나 각 노드의 전송 내역 정보를 최소로 수집

하고, 기계 학습을 통해서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을 추

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센서 노드에서의 전력 소모 측정과 이를 활용

한 기존 연구를 2장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전체 센서 

노드의 전력 소모를 추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제안 방안의 성능을 분

석한 후, 이어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존 연구

2.1 센서 네트워크에서 소모 전력

WSN 노드에서 소모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4]에

서 제시하였으며, [5]에서는 노드별, 네트워크 전체

의 소모 전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특정 노드에서 송신할 때 소모되는 전력은 식 (1)

과 같다.

(1)

여기서 노드의 송신 전력( ), 단위비트당 전자 

에너지(), 송신 데이터 크기(b), 자유공간에서의 

송신을 위한 증폭기 에너지(
) 이다. 노드의 송신 

전력은 송신 데이터 크기에 비례한다. 송신 데이터 

크기(b)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특정한 조건이 주

어지면 일정한 상수 값이다.

각 노드가 이웃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소비하는 전력( )은 

(2)

이다.

어떤 노드가 하나의 이웃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

신하는데 소모되는 전력은 수신되는 데이터 크기(b)

에 비례하며, 여러 이웃 노드로부터 소모되는 전력의 

합이다. 노드 i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자신의 송신 전

력과 여러 이웃 노드로부터 수신하는데 소비되는 전

력의 합이므로  식 (1), (2)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b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이며, n 은 

노드 i 자신과 노드 i의 전송 거리 범위 내에 있는 

이웃 노드 중 송신에 참가한 노드의 수의 합이다. 그

러므로 는 b, n, d의 함수, 즉   이다.

다양한 동작 환경과 응용에서 동작하는 WSN에서 

이 계산식을 사용하여 실제 소모 전력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각 노드의 전송 데이터

가 싱크 노드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노드간의 이웃 

관계와 특정 노드의 데이터 전송량을 파악하여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2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기계 학습 적용

기계 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발전하고, 다

양한 응용에 활용되면서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기계 

학습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6,7].

[6]에서는 기계 학습의 몇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데

이터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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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안하였다. [7]에서는 WSN에서 기계학습 

기법이 적용된 분야로 위치추정, 데이터 수집, 고장

노드 탐지, 라우팅 등의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3. 제안 방안

3.1 동작 모델 

식 (3)에서 각 노드의 전력 소모는 세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즉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b), 송신 전력

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송 범위(거리), 노드의 전송 

거리 범위 내에 있는 이웃 노드 중 송신에 참가한 

노드의 수이다. 노드의 송신 전력은 변경이 가능하

나, 이 논문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가 동일한 송신 전력을 가지며 신호의 

전송 범위는 디스크 형태이고 전송 반경이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한 노드의 소모 전력은 자신이 전송한 

데이터의 크기와 전송 범위 내에 있는 이웃 노드의 

전송 데이터 크기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된다. 전송 

데이터의 크기는 매회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일

정하면 전송 회수를 측정해 산출할 수 있다.

3.1.1 전송 데이터 크기 측정

특정 노드에서 데이터를 싱크 노드로 보낸다면,

라우팅 경로에 있는 중간 노드들의 전송이 순차적으

로 이루어진다. 이 때 소스 라우팅과 유사하게 전송 

과정에 있는 노드들의 ID를 데이터에 덧붙여 전송하

면 출발노드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경로에 있는 노

드들의 ID를 싱크노드에서 파악하고 이를 각 노드의 

송신 회수로 파악하며, 각 노드의 전송 데이터 크기

를 구할 수 있다.

실제 센서 영역의 배치를 예를 들어 보자. Fig. 1의 

왼쪽과 같이 노드가 배치되어 있고 전송 범위를 원으

로 표시하였으며, 4번 노드를 중심으로 그림의 오른

쪽과 같이 트리가 형성되어있다고 하자. 20번 노드에

서 4번 노드(싱크)로 전송하는 경우를 고려해보면,

#20 -> #16 -> #11 의 전송에 의해 #4 노드로 전달이 

된다. 이 때 16번 노드의 전력 소모는 자신의 송신 

전력 소모와 이웃 노드 중 #20 과 #11 노드에 의한 

수신 전력 소모의 합으로 나타난다.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서 전송 트리가 일정하고,

싱크에서 이 트리를 파악하고 있다면 최초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노드와 그 노드의 전송 횟수를 파악하여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을 추정할 수 있다. 전송 트리가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될 경우 각 노드가 전송 

과정에서 경로 이력을 함께 전송하면 싱크 노드에서 

결과를 취합하여 각 노드의 송신 회수를 측정할 수 

있다.

3.1.2 노드의 소모 전력 측정 

WSN을 구성하는 각 센서 노드의 소모 전력은 응

용에 따라서 다르며, 실제 전송에 참여하는 노드와 

싱크 노드까지 전달하는 중간 게이트웨이 노드에 의

해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보자.

∙싱크 노드에서 전체 노드로 데이터를 분배하는 

응용에서는 싱크 노드를 중심으로 트리가 구성되고 

이 트리의 중간 게이트웨이 노드를 거쳐 말단 노드까

지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 여기에다가 특정 노드의 

위치가 이동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토폴로지가 변경

되면 트리도 새로 변경된다.

∙사건이 발생하는 센서 노드로부터 싱크 노드까

지 측정값을 수집하는 응용에서는 사건 발생 노드와 

싱크 노드까지의 전송 트리에 의해 멀티홉 방식으로 

Fig. 1. An example of sensor nodes’operation and measuring transmit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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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이 이루어지며, 사건 발생 여부는 정기적으로 이

루어지기도 하나(예, 온도 측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 침입 발견 또는 추적)는 사건 발생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 형태로 동작하는 WSN에서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을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3.2 노드의 소모 전력 추정

본 논문에서는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을 기계 학습

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특정한 응용이 일정한 시간 

동안 동작하고 있을 때,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은 일정

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송 트리가 

형성이 되고 데이터 전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데이터를 최초로 전송하는 노드와 중간 게이트웨이 

노드들의 전력 소모는 이외 데이터 전송에 참여하지 

않는 노드들보다 소모 전력이 크다. 특정한 노드를 

중심으로 이웃 노드를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 전송이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 각 노드의 소모 전력을 

기계 학습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특정 노드에서 전력 소모는 대체로 송신이 주도하

며 상대적으로 수신 전력은 영향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실험을 언급한 문헌은 찾을 수 없었

다. 위의 식(3)에 의하면 특정 노드의 소모 전력은 

송신 데이터 크기, 수신 데이터 크기에 선형적인 관

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나, 아래의 실험을 통해서 실

제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장의 실

험에서 각 변수 간에 선형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설명), 기계 학습의 

많은 분석 방법 중에 회귀 분석을 적용하는 것에 대

하여 설명한다.

3.2.1 다중 회귀(Multiple Regression)

다중 회귀를 적용하여 소모 전력을 학습하는 과정

에서, 초기에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특정한 형태의 패킷을 

발생시키고(본 논문에서는‘Training’ 패킷이라고 부

름) 각 노드의 송신 회수, 수신 회수, 측정 시간을 포

함하는 데이터를 싱크 노드로 보내고 싱크 노드에서

는 이를 집계한다. 이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중 

회귀를 실행하고 모델을 형성하여 이후 추정에 사용

한다.

회귀분석에 사용할 변수와 식은 다음과 같다.

종속 변수(y) : 잔여 전력(J )

독립 변수(x) :  (송신 회수),  (수신 회수),

 (시간)

(4)

여기서 는 절편(Intercept)이고,  ,  ,  는 

기울기(Coefficients)를 나타내며, 회귀분석 결과로 

절편과 기울기가 결정되면, 이 모델을 사용하여 이 

후 새로운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한다.

3.2.2 정상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 및 추정

임의의 노드에서 싱크 노드까지 데이터 전송이 시

작되면 중간 전달 노드들은 전달 받은 노드의 ID에 

자신의 노드 ID를 덧붙여 다음 노드로 전달하며, 싱

크 노드에서는 각 노드별로 전송회수(송신 전력)을 

시간대(동작 라운드)별로 집계한다. 각 노드별로 종

속 변수(P i)는 소모 전력이고, 독립변수는 노드 자신

과 1홉 거리이내에 있는 이웃 노드들의 전송회수(N i)

이다. Table 1은 노드16에서의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

를 나타낸다.

식 2에서 노드의 수신 소모 전력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Table 1에서의 이웃 노드들로부터의 

수신 전력은 이웃 노드의 전송 회수의 합을 사용해도 

된다. 따라서 Table 1은 Table 2와 같이 간략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노드별로 세 개의 독립 변수를 

학습 단계에서 결정된 모델을 사용하여 소모 전력을 

추정한다.

4. 실험

4.1 훈련 데이터 생성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는데 필요한 실험 데이터는 

NS-2(Network Simulator)-2.35[8]을 사용하여 생

성하였으며, NS-2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Table

Table 1. Variables and collected data in case of Node-16.

종속 변수 독립변수

P16 N16 N9 N10 N11 N12 N13 N14 N15 N17 N18 N19 N2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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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다.

4.1.1 이웃 노드 리스트 구성

노드를 배치한 후 각 노드별로 이웃 노드 그룹 리

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필

드 내에 배치된 모든 노드에서 한 번씩의 테스트 데

이터를 송신하고 다른 노드들로부터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리스트를 생성한다. 라우팅 트리 형성 과정

에서 노드별로 이웃 노드들의 파악이 가능하며, 만일 

이웃 노드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9,10]과 유사한 방

법으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1회의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웃 노드를 확인하여 리스트를 생성한다.

4.1.2 시나리오 및 훈련 데이터

Fig. 1과 같이 센서 노드를 배치하고, 싱크 노드(노

드 4)를 중심으로 각 노드의 전송 경로 트리를 구성

하였다. 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10]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1)

트리에 따라 노드 20에서 시작하여 노드 16과 노

드 11을 거쳐 노드 4까지 일정 시간 간격(0.01sec)마

다 반복하여 전송(100회)을 하고, 이 때 발생하는 송

신 회수와 수신 회수를 기록하고 각 노드의 소모 전

력을 측정한 결과와 함께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파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측정 결과를 기계 

학습을 통하여 학습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추정결과

를 산출하였다.

(시나리오 2)

일정 시간 간격(0.01sec)마다 노드 #0∼#20 중에 

임의의 노드에서 전송을 실시하고 시나리오1과 동일

한 시간동안 발생하는 각 노드에서 송신 회수, 수신 

회수 및 소모 전력을 측정한 결과를 추출하였다.

훈련 데이터 셋의 형식은 각 노드별로 Fig. 2와 

같이 구성되며, 송신 회수, 수신 회수, 실행 시간은 

누적된 값이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 네트워크 토폴로지(Fig. 1)에

서 (시나리오1)로 각 노드의 잔여 전력을 측정하면 

크게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Fig. 3에 나타내었다.

노드의 위치에 따라 전력 소모가 차이가 나, 일정한 

시간 간격(0.01 sec)으로 데이터를 100회 보내고 싱

크 노드에서 일정 지연 시간 후 수신한 결과를 기록

하였으므로 Fig. 3에서 가로축에서 1.0초 이후에는 

송수신으로 인한 전력 소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Fig. 4는 두 개의 시나리오에서 잔여 전력을 비교

하여 나타낸 것으로, 시나리오2(그림에서 Power(S2)

로 표시)에서 임의의 노드에서 전송을 하고 측정한 

Table 2. Modified Independent Variables and a Depend-

ent Variable in case of Node-16.

종속 변수 독립 변수

P16 N16 ∑Ni (i=9,..20, i≠16) 경과 시간

Table 3. Parameters for simulation test.

Parameters Value

Distance among nodes 100 m

Transmission_range(BR) 250 m

Transmit_power 0.660 W

Receive_power 0.395 W

Idle_power 0.035 W

Deployment 3×7(21 nodes)

init power per node 2 J

N# Power_res(J) # of Tx # of Rx Time(sec)

20 2 1 0 0.011

20 1.99896 2 0 0.022

20 1.996773 3 2 0.033

20 1.995634 4 2 0.044

20 1.992663 5 4 0.055

Fig. 2. An example format of Training Data Set – for 
Node #20.

Fig. 3. Residual Power Changes over time for some no-

des at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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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특정 노드의 잔여 전력이 대체로 선형관

계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4.2 다중 회귀 분석

노드 #16의 잔여 전력 추정을 위한 훈련 데이터는 

100개를 사용했으며, 파이썬(Python) 환경[11]에서 

sckit–learn toolkit[12] 등을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실시하였다. 각 노드별로 소모 전력을 분석할 수 있

으며, 여기서는 가장 복합적인 전력 소모 형태를 띠

는 노드 #16에 대하여 설명한다.

Fig. 5는 훈련 데이터 셋에 포함된 노드 #16의 변수

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잔여 전력, 송신 

회수, 수신 회수, 누적 시간과의 산점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행과 열은 잔여 전력, 송신 회수,

수신 회수, 누적 시간을 각각 나타내며, 첫 째 행에서 

잔여 전력은 송신 회수와 선형 관계를 보이고, 수신 

회수와 누적 시간도 유사하게 선형 관계를 보인다.

송신 회수 대  수신 회수, 누적 시간 대 송신 회수,

누적 시간 대 수신 회수 등도 대체적으로 선형 관계

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잔여 전력에 대하여 다

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아래에 설명한

다.

(시나리오 1)

∙절편 w0 = 1.9990813439457515

∙기울기 : w1 = -0.00037303, w2 = -0.00063434,

w3 = -0.00102821

(시나리오2)

∙절편 w0 = 1.997389014632569

∙기울기: w1 = -0.00667246, w2 = -0.00149067,

w3 = -0.0215753

분석 결과에서 전체 훈련 데이터의 추정치와 실제

값의 잔차 제곱 합(Residual sum of squares)은 (시

나리오1)에서 0.00530, (시나리오2)에서 0.03055 으로 

나타나, (시나리오1)에서 추정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ig. 6의 추정치와 측정치의 관계에서 나

타내었듯이 측정치와 추정치의 오차가 크지 않아 직

선에 가까움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측정 데이터(100개) 중 훈련 데이

터 집합과 검증용 데이터 집합으로 각각 50개씩, 즉 

0.5 비율로 나누어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하고, 추정

치와 학습 및 추정 결과의 잔차(추정치-측정치)를 

Fig. 4. Comparison of Residual_Power at node #16 for 

2 scenarios. 

Fig. 5. Scatter plot matrix for Variables at node #16 in 

scenario1.

Fig. 6. Comparison between the predicted and meas-

ured values (residual power) at scenar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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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 나타내었다. 훈련 결과와 검증 결과로 생성

된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세로축의 0.000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내로 유지되어 과대적합이나 부

족적합이 없이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3 제안 방안의 동작 모드

제안 방안은 크게 두 개의 동작 모드로 이루어진

다. 첫 째는 학습 모드이며 네트워크 배치 후 초기에 

또는 학습이 필요할 때 전력 소모 패턴을 학습하기 

위하여 4.1절에 설명한 훈련 데이터 셋을 수집한다.

그리고 4.2절의 다중 회귀 분석 방법으로 분석 모델

의 패러미터를 결정한다.

또 하나의 모드인 정상 동작 모드는 학습 모드가 

완료된 후 네트워크 본연의 동작을 하면서 추가로 

송신에 참여한 노드 리스트를 싱크 노드로 보내준다.

리스트(L)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

다, 예) L = {20, 16, 11, }. 이는 실험에 사용된 (시나

리오1)에서 노드 #20, #16, #11이 송신에 참여하였고 

결과가 싱크 노드에서 수집되었음을 의미한다. 싱크 

노드에서는 이 리스트로부터 Table 1의 독립변수 값

을 수합하며, 학습 모드에서 생성된 다중 회귀 모델 

식(4)에 의해서 잔여 전력을 추정한다.

5. 결  론

WSN과 같이 자원이 한정된 무선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잔류 전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며,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력 소모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

을 사용하여 WSN 응용의 동작에 따른 전력 소모 

패턴을 학습하여 대량의 데이터 전송 없이 소모 전력

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추정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전력 소모의 추정이 가능하면 여러 관련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드의 잔여 전력을 반

영하여 효율적인 라우팅 트리 혹은 클러스터를 재구

성하거나, 전체 노드의 잔여 전력 상태를 파악하여 

전력이 고갈되기 전에 모바일 노드를 사용하여 불충

분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실험에서의 두 가지 시나리오는 각 노드의 전력 

소모가 자신의 전송 데이터에 주로 영향을 받아 선형

성을 나타내므로 다중 선형 분석으로 가능하였다. 하

지만 노드의 배치 밀도나 전송 범위가 커짐에 따라 

수신 데이터의 영향이 커지면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인 소모 전력의 관계가 비선형성을 나타낼 가능

성이 있어, 차기 연구로 이를 다른 기계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의 학습 

데이터 셋과 처리 시간으로 추가 전력 소모를 개선하

고 학습 시간을 줄이며, 다양한 WSN 응용에서 적합

한 기계 학습 기법의 적용과 잔여 전력을 추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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