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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이하 WSN)는 네트워크 인프

라 환경이 없는 환경에서 군사 감시정찰, 적 제대 식

별, 환경 기상관측, 산불 감지 등 무선 센서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기술[1]이

다. 또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지역에 대량의 센서를 

배치(센서 필드)시킨 후 무인으로 동작하고, AP나 

게이트웨이 없이 센서끼리 통신을 하며 수집된 정보 

및 처리된 데이터를 최종 목적지인 Basestaion(이하 

BS)로 전송한다. 즉, 배치된 센서들이 센서 노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WSN은 기존 네트워크 통

신의 프로토콜과 다른 프로토콜[2]이 필요하다.

WSN은 저가의 소형 센서를 활용하고, 무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한된 배터리 전력을 사용할 수밖

에 없다. 또한, 무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

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WSN에서 센서 노드는 근

거리 통신에 의존하며, 최종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달

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

모를 가져오는 요소로는 데이터 송ㆍ수신, 데이터 전

송 거리, 데이터 결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저전력의 고효율 전송 기술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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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연구[3-12]가 진행되어왔다. WSN의 라우팅 프로

토콜은 구조적 측면에서 크게 평면기반, 계층기반,

적응적 라우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에너지 효

율을 중점으로 한 계층기반 라우팅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LEACH, TEEN,

APTEEN, PEGASIS 등[2]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WSN의 네트워크 생존 시간 향상

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인 PEGASIS 프로토콜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발전된 라우팅 프로토콜(A-EMCP)을 제안한다.

A-EMCP는 센서 노드의 데이터 수신 각(Angle of

Arrival, 이하 AoA)을 설정하여 지정된 수신 각에서 

오는 데이터만 수신하도록 하여 여러 개의 체인을 

구성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수신 

전력과 전송 거리를 줄여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

는 프로토콜이다.

2. 이  론 

2.1 PEGASIS 프로토콜

PEGASIS(Power-Efficient Gathering in Sensor

Information Systems) 프로토콜은 LEACH 프로토

콜을 향상시킨 것[12]으로 LEACH에 비해 네트워크 

수명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각 노드들을 1개의 체인으로 구성하고, 최종 목적지

인 BS와 직접 통신하는 리더 노드의 역할은 각 노드

가 번갈아가며 수행한다. 이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

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체인을 구성할 때는 Greed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BS와 가장 먼 노드가 시작점이 되고, 시작 노드와 

가장 가까운 노드가 다음 노드로 선택되는 과정을 

거쳐 모든 노드가 1개의 체인을 구성한다. 이때 각 

노드들은 자신의 이웃 노드들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가장 가까운 노드만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신호

의 세기를 조절한다.

체인이 구성된 이후 데이터 전송과정으로는 토큰

링 방식을 이용한다. Fig. 1에서와 같이 체인의 양 

끝에 있는 노드에 토큰(Token)을 전달하고 토큰을 

수신한 노드는 체인을 따라서 리더 노드의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C2가 리더 노드일 때 BS에서 C0

로 토큰을 전송하고 이 토큰은 C1을 거쳐 C2로 전송

된다. 다시 C2는 토큰을 C4로 전송하고 C4에서 C3를 

거쳐 C2로 전송한다. C2는 최종적으로 모든 노드의 

데이터를 융합(aggregation)[12]한 후 BS로 토큰과 

함께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때 리더 노드는 각 노드

가 번갈아가며 역할을 수행한다.

PEGASIS는 3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 각

각의 센서 노드는 BS와 직접 통신이 가능하다. 두 

번째, 각 노드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의 위치와 

관련한 DB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센서

들은 고정[2]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PEGASIS는 에너지 효율적인 장점을 갖고 있지만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경로가 길어 데이터 지연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경로의 단절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문제가 있다[9]. 또한, BS와 멀리 

떨어진 노드가 리더 노드가 될 경우, 데이터 전송 거

리가 늘어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며[10]

Fig. 2와 같이 Greedy 알고리즘으로 인한 체인 형성 

시 붉은 점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드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모습과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중복 path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11]가 생기

는 문제가 있다.

2.2 First order radio model

First order radio model[13]은 LEACH, PEGASIS

Fig. 1. Token passing data transmission.

BS

Fig. 2. Example of chain constructed by PEG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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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프로토콜에서의 전파 모델로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델은 데이터 송ㆍ수신, 신호 증폭, 데이

터 융합 시 센서 노드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모델에서 송ㆍ수신기 회로를 실행하기 위해 

  의 전파를 발산하며, 송신 증폭기의 경

우 
 를 발산한다. 먼저 송신 시 소모

되는 에너지 소모량은 -bit의 메시지와 전송거리 

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다.

     
 (1)

수신 시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량은 아래와 같다.


   (2)

위의 수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센서 노드의 에너

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은 전송 거리 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과 전파를 수신하는 노드 자체를 줄여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추가적으로 

WSN은 데이터 중심(data-centric) 라우팅 방식으로 

데이터의 중복 전달을 피하거나 데이터의 전달경로

에 속한 노드의 수를 줄여 전력소모량을 감소시키는

데 이로 인해 데이터 융합(aggregation)[14]의 과정

을 수행한다. 이때 센서 노드에서 의 

에너지가 소모[12]된다.

3.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PEGASIS 프로토콜보다 에너지 효

율 면에서 더욱 발전된 프로토콜인 A-EMCP를 제안

한다.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 요소 중 데이터 전송 

거리에 따른 소모 전력을 줄여 전체적인 네트워크 

생존 시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A-EMCP의 핵심이다.

PEGASIS에서의 가정 사항 중 각각의 센서 노드가 

BS와 직접 통신이 가능한 것과 모든 센서들이 고정

되어 있다는 2가지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먼저 체인 형성 시 PEGASIS와 동일한 방법으로 

BS로부터 가장 먼 센서 노드에서 가장 가깝게 이웃

한 센서 노드와 체인을 형성해 나가는데 이때 데이터 

송신은 전방향성으로 전파가 송신되고,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수신할 때는 Fig. 4와 같이 수신 각을 설정

하여 그 각 내에서 오는 신호만을 수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 모든 센서 노드가 체인을 

형성하게 되고, 단일 체인이 아닌 Fig. 5와 같이 멀티 

체인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체인을 서브 체인이

라고 한다. 더 이상 자신의 신호를 수신할 센서 노드

가 없는 센서 노드들끼리 하나의 단일 체인을 형성하

는데 이를 메인 체인이라 한다.

모든 노드가 체인 형성한 후 BS로 모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는 리더 노드는 메인 체인에서 돌아

가면서 선출한다. 이런 방식으로 리더 노드를 선출하

는 것은 네트워크 자체의 생존성 보장과 PEGASIS

보다 리더 노드의 데이터 전송 거리가 감소하여 에너

Fig. 3. First order radio model.

Fig. 4. Angle of arrival on sensor nodes.

BS

Fig. 5. Constructed chains by A-E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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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모를 줄여준다. 프로토콜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Fig. 6과 같다.

서브 체인에서 센서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 거리 

감소도 A-EMCP의 큰 특징이다. PEGASIS의 경우 

Greedy 알고리즘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이웃 노드와 

체인을 형성해 나가지만 결국 터무니없이 멀리 떨어

진 센서 노드와 체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Greedy 알고리즘이 아

닌 가장 가까운 센서 노드와 체인을 형성하되 데이터 

수신 각 안에 있는 센서 노드와 체인을 형성하도록 

하여 센서 노드 간 전송 거리가 감소하여 에너지 소

모를 줄인다.

Fig. 7은 동일한 배치의 센서 노드들을 각 프로토

콜 알고리즘으로 체인을 형성한 예시이다. Fig. 7(a)

에서 별표 노드는 greedy 알고리즘에 의해 B 노드가 

아닌 A 노드와 체인을 형성한다. 그 결과 붉은색 선

처럼 노드 간의 데이터 전송 거리가 길어지는 구간이 

형성되며, 총 전송 거리는 약 66.92이다. 이는 Fig.

7(b)처럼 별표 노드가 B 노드와 체인을 형성한 후 

다시 greedy 알고리즘에 의해 체인을 형성해 나간다

면 전송 거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Fig.

7(a)와 같은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변칙적인 greedy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데에는 복잡성이 따른다. 따라

서 Fig. 7(c)와 같이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알고리즘

으로 체인을 형성한다면 노드 간 데이터 전송 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총 전송 거리는 약 63.34로 PEGASIS에 비해 약 

5.3%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A-EMCP는 네트워크의 규모 큰 경우에도 리더 

노드가 BS와 가깝기 때문에 PEGASIS와 비교해 봤

을 때 전송 거리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고, 노드 간의 전송 거리도 줄일 수 있으며, 멀티 

체이닝을 통해 PEGASIS에서의 전송 지연 문제와 

경로 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환경 및 조건

전파 모델로는 PEGASIS와 동일하게 First order

radio model을 사용한다. 실험 환경은 Table 1과 같다.

Fig. 6. Flowchart of A-EMCP.

(a) (b) (c)

Fig. 7. Examples of constructed chain on each protocol. (a) PEGASIS, (b) Modified PEGASIS, and (c) A-E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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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은 센서 노드의 최초 에너지는 0.5(J), 전

송 데이터의 크기는 2000(bit), 노드 배치는 무작위로 

배치한다. 실험 시나리오는 전체 노드 수는 100개,

300개 두 가지로 설정하여 배치된 노드의 밀도에 따

른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고, 네트워크 크기 변화에 

따른 라운드별 작동하는 노드 수를 측정하여 에너지 

효율을 비교한다. 또한, 이를 통해 A-EMCP 에서의 

최적의 AoA를 도출한다. BS의 위치는 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센서들이 배치된 센서 필드의 후방에 배치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센서 필드에서 x축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 y축을 기준으로는 100(m) 떨어진 지점에 설

정하여 200(m) * 200(m)의 네트워크에선 (100,300),

300(m) * 300(m)의 네트워크에선 (150,400), 500(m)

* 500(m)의 네트워크에선 (250,600)의 위치에 BS가 

있다고 설정한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네트워크 수명의 정의는 WSN에서는 제공하는 서

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모든 노드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서비스에서는 첫 

번째 노드가 사망한 시점이 네트워크 수명이 다한 

시점이 되고, 또 다른 경우(노드가 조밀하게 배치된 

경우 등)에는 노드가 죽더라도 그 인접 노드에 의해 

센싱 범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상당한 양의 노드

가 죽을 때까지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 경우 전체 노드의 절반 또는 노드의 일부 지정

된 부분이 죽을 때까지 경과한 시점이 네트워크 수명

이 다한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WSN의 종류에 

따라 네트워크 수명의 정의가 달라진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시스템 설계자의 몫이다[15].

Table 2는 전체 노드 수가 100개(n=100)인 경우 

PEGASIS와 A-EMCP 프로토콜의 라운드 별 생존 

노드의 수를 비교한 것으로 네트워크 크기에 따른 

비교와 A-EMCP에서 수신 각을 90°, 60°, 30°로 설정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Sortation Contents

CPU
Intel(R) Core(TM) i5-8250U

@1.60GHz

OS Windows 10 Enterprise
RAM 8.00GB
Graphics Intel(R) UHD Graphics 620
Simulator Matlab

Table 2. Number of operating nodes in network of size 200(m) * 200(m), 300(m) * 300(m), 500(m) * 500(m) (n=100).

Networks
size (m)

Operating
nodes

Round

PEGASIS
A-EMCP

90° 60° 30°

200 * 200

99 146 479 477 348

80 995 1025 888 755

70 1100 1138 999 866

50 1262 1357 1218 1027

20 1436 1626 1454 1230

0 1531 1774 1641 1386

300 * 300

99 66 313 250 161

80 621 717 607 444

70 722 807 658 537

50 891 914 842 675

20 1031 1163 981 825

0 1157 1287 1144 921

500 * 500

99 23 150 96 59

80 282 365 280 179

70 346 404 356 234

50 460 498 404 314

20 542 632 538 415

0 646 735 609 548



1569WSN 환경에서 AoA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적 멀티체이닝 라우팅 프로토콜

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수신 각을 

도출하고, 네트워크 크기별 각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다. Fig. 8, 9, 10은 이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먼저 최적의 수신 각을 분석해 보면 수신 각이 90°

일 때가 가장 에너지 효율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 결과에서 네트워크 크기에 상

관없이 수신 각이 90°일 때가 매 라운드 별 생존 노드

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는 

PEGASIS와 최적의 수신 각인 90°일 때의 A-EMCP

의 라운드별 생존 노드 수를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성

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 분석해 보면 

200(m) * 200(m)일 때 첫 번째로 노드가 죽는 시점

(이하 FND)이 A-EMCP가 약 228.1% 효율적인 것

을 볼 수 있으며, 절반의 노드가 죽는 시점(이하 

HND)은 7.5%, 마지막으로 노드가 죽는 시점(이하 

LND)이 약 15.9%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네트워

크 크기가 300(m) * 300(m)일 때 FND는 A-EMCP

가 약 374.2%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HND는 

2.6%, LND는 약 11.2%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네트워크 크기가 500(m) * 500(m)일 때 FND는 A-

EMCP가 약 552.2%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HND는 8.3%, LND는 약 23.68%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체 노드 수를 300개인 경우를 살펴

보면 이는 센서의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로 네트워크

의 크기가 200(m) * 200(m)인 경우를 비교해본다.

Table 4는 위의 경우에서의 PEGASIS와 

A-EMCP(90°)를 라운드 별 생존 노드 수로 비교

한 표이다. 먼저 FND는 PEGASIS가 60개, A-EMCP

PEGASIS
90°
60°
30°

Fig. 8. Number of operating nodes in network of size 

200(m) * 200(m) (n=100).

PEGASIS
90°
60°
30°

Fig. 9. Number of operating nodes in network of size 

300(m) * 300(m) (n=100).

Table 3. Energy-Efficiency on A-EMCP (n=100).

Networks size (m) Time
Round

Energy-Efficiency (%)
PEGASIS A-EMCP(90°)

200 * 200

First node dead 146 479 228.1

Half node dead 1262 1357 7.5

Last node dead 1531 1774 15.9

300 * 300

First node dead 66 313 374.2

Half node dead 891 914 2.6

Last node dead 1157 1287 11.2

500 * 500

First node dead 23 150 552.2

Half node dead 460 498 8.3

Last node dead 646 735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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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579개로 약 865.0%의 효율을 보인다. HND

는 각각 1760개, 1836개로 약 4.3%의 효율을 LND는 

각각 2015개, 2511개로 약 24.6%의 효율을 보인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전체 노드 수가 300개인 노드의 

밀도가 높은 경우에서 A-EMCP의 에너지 효율이 더

욱 높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WSN 라우팅 프로토콜인 

PEGASIS와 비교하여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토

콜인 A-EMCP를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조건

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을 때 A-EMCP에서 기존 프로

토콜보다 더욱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토콜인 것이 증

명되었고, 네트워크 수명 또한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A-EMCP에서 노드의 데이터 수신 각 이 90°일 경우

가 가장 최적의 각도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네트워

크 크기를 달리하여 실험해본 결과 네트워크의 크기

가 커질수록 전송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

어 제안한 프로토콜이 더욱 에너지 효율적임을 확인

하였다. 또한, 노드의 수를 더 늘려 밀도를 높였을 때

A-EMCP의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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