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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최대 수명 데이터 수집 문제는 네트워크에 배치된 모든 노드의 데이터 전송 에너지를 최

소화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수명을 최대화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최대 수명 데이터 수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타휴리스틱 기법 중 하나인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해를 찾기 위해 새로운 이웃해 생성방식과 복구함수를 적용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은 네트워크 수명과 알고리즘 실행시간 관점에서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평가 하였으며, 실험 결과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최대 수명 데이터 수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maximum lifetime data aggregation problem is to maximize the network lifetime as minimizing the 

transmission energy of all deployed nodes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to solve efficiently the maximum lifetime data aggregation problem on the basis of meta-heuristic approach 

in wireless sensor networks. In order to make a search more efficient, we propose a novel neighborhood generating 

method and a repair func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with 

other existing algorithms through some experiments in terms of the network lifetime and algorithm computation tim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efficient for the maximum lifetime data aggregation problem 

in wireless sensor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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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연구와 개발로 인

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비

용이 저렴한 수많은 무선 마이크로 센서들로 구성되어 

견고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진, 수중, 의학 등 다양

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하

지만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제한된 센서 전력과 계산 

용량, 통신 자원을 극복해야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

진다[1, 2]. 센서 노드는 대부분 제한된 자체 전력만으

로 구동하게 된다. 따라서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

된 프로토콜은 노드의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네트워

크의 수명을 최대화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3].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네트워크 노드 중에 전력이 모두 소모되어 

작동불능상태에 놓인 첫 번째 노드가 나타나는 시간을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수명이라고 말한다. 즉 네트워크 

수명은 작동불능상태가 나타나는 첫 번째 노드가 작동

을 시작하여 멈추는 시간 간격을 말한다[4].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수

집을 위해 싱크를 루트로 하여 전송범위 내의 노드를 

인접 노드로 설정하여 스패닝 트리를 구성하는 방식으

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센서에 의해 탐지된 

데이터는 중간 노드를 통해 수집되고 트리 경로에 따라 

싱크로 전송된다. 데이터 수집 시에 무선 센서 네트워

크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스패닝 트리를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미리 

계산된 후보 트리의 집합에서 각 트리의 시간을 찾는데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4-6]. 일반적으로 미리 계산된 후

보 트리는 싱크를 루트로 한 모든 가능한 트리의 집합

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노드의 수가 많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패닝 트리가 

만들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계산된 후

보 트리를 사용하는 방식은 모든 트리를 나열해야하는 

계산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을 가진다. 또 다른 

방식[7]은 미리 계산된 후보 트리 집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트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모

든 가능한 스패닝 트리를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 하나의 트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최적의 결과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으로 휴리스틱 방식을 사용한 최적

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휴리스틱 방식은 가장 좋

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합리적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수

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문제 (Maximum 

Lifetime Data Aggregation: MLDA)[7-9]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MLDA 문제는 고전

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이며, 네트워크의 노드 수에 비

례하여 지수승으로 계산 시간이 증가하는 NP-hard 문

제로 증명되었다[7]. 현실적으로 NP-hard 문제는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결과를 찾는 대신에 휴리스

틱 방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계산시간에 근사값을 찾

는 방법으로 다양한 NP-hard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7, 

8]. 본 논문에서는 NP-hard인 ML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 휴리스틱 방법 중 하나인 시뮬레이티드 어닐

링(Simulated Annealing: SA)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

안된 SA 알고리즘에서는 새로운 이웃해 생성 방식과 

복구 함수를 제안하며, 제안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위

해 다양한 조건하에서 네트워크 최대 수명과 알고리즘 

실행 시간 관점에서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

한다.

Ⅱ. 관련연구

Heinzelman et al.[10]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클러스터 기반의 계층적 데이터 전송 알고리즘(Low 

Energy Adaptive Clustering Hierarchy: LEACH)을 제

안하였다. LEACH 알고리즘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서 대표적인 분산 알고리즘으로 노드의 수와 위치정보

를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낮은 전력을 사용하여 

싱크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클러스터 기반 알고리즘에

서는 각 클러스터마다 존재하는 클러스터헤드를 결정

하는 일이 중요하다. 클러스터헤드는 클러스터 내에 존

재하는 다른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싱크로 전

송하는 역할을 한다. LEACH 알고리즘은 노드의 위치

정보와 에너지 레벨에 따라 각 라운드마다 클러스터헤

드를 결정한다. LEACH 알고리즘의 핵심내용은 싱크

로 직접 전송하는 노드의 수를 줄이는 데 있다. 작은 수

의 노드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각 클러스터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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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클러스터내의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를 압축하여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전송 에너

지를 줄이고자 한다. Lindsey et al.[11]은 LEACH 알고

리즘의 개념을 확장한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알

고리즘(Power Efficient Gathering in Sensor Information 

Systems: PEGASIS)을 제안하였다. PEGASIS 알고리

즘에서는 각 노드가 가장 인접한 노드로 데이터를 송수

신하는 체인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싱크까지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데이터는 체인의 각 시작점에서부터 출발

하여 클러스터헤드까지 도착하며, 체인을 거치면서 각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함으로써 전송효율

을 높이며 마지막으로 클러스터헤드가 싱크로 데이터

를 전송하는 방식을 취한다. PEGASIS 알고리즘은 

LEACH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수명 관점

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n et 

al.[7]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라운드마다 전체 에너

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알고리즘(Power 

Efficient Data gathering and Aggregation Protocol - 

Power Aware: PEDAP-PA)을 제안하였다. PEDAP-PA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최소 신장 트리를 이용하여 데이

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써 각 노드의 남은 에너지양을 

고려하여 메시지 전송 시에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송신

지에서 목적지 사이의 경로비용으로 결정하였다. Wu 

et al.[9]은 데이터 수집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수명을 

최대화하는 근사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

즘은 임의의 네트워크 트리를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데

이터가 집중되는 노드의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성

된다.

Ⅲ. 문제 정식화

MLDA 문제를 정식화하기 위해 제안된 SA 알고리

즘에서 사용되는 기호를 우선 정의한다. 

Notations

N Number of sensor nodes

vi Identification of node i

pi Identification of parent of node i

V Set of nodes = {v0,v1, … vN}, where 

v0 is a sink

eij Edge between nodes vi and vj

E Set of edges = {e01, e12, …, eN-1,N}

g A gathering tree in a network

T(g) Lifetime of a data gathering tree g in 

a network

Ti(g) Lifetime of node vi in data gathering tree g

G Set of all possible data gathering trees in a 

network

Ei Amount of remained energy of node vi

E
t
ij Energy for transmitting a packet from nodes 

vi to vj

Er Energy for receiving a packet from other 

nodes

ci Number of neighbors sending a packet to 

node vi

eelec Energy for the transmitter or receiver 

circuitry

eamp Energy for the transmitter amplifier

k Packet size

dij Euclidian distance between nodes vi and vj

Ri Transmission range of node vi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MLDA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네트워크 모델은 비방향성 그래프인 G = (V, E)로 나

타낼 수 있으며, V는 N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

미하며, E는 노드의 연결을 나타내는 링크의 집합을 의

미한다. 노드 i에서 j로의 링크 eij는 노드 j에서 i로의 링

크 eji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노드 vi에 대하여 vi의 전송

범위 Ri는 노드 vi를 중심으로 반지름 r을 가지는 원이 

된다. 센서 노드는 데이터를 송신하는 부분과 수신하는 

부분이 별도로 동작한다. 송신 부분은 전송 장치와 전

송 증폭기로 구성되며, 수신 부분은 수신 장치로 구성

된다. 일반적으로 전송 장치와 수신 장치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eelec는 50nJ/bit로 가정하고, 전송 증폭기에서 소

모되는 에너지 eamp는 100pJ/bit/m
2
으로 가정한다. 본 논

문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의한 네트워크 수명을 계산하

기위해 데이터 수집 트리를 구성하고 구성된 트리에 대

하여 각 노드의 에너지 소모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MLDA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조

합 최적화 문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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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T(g) for g∊G              (1)

에 관한

T(g) = max Ti(g) for i = 1, …, N    (2)

Ti(g) = Ei - (E
t
ij + ci * E

r
) for j = 0, …, N (3)

Er= eelec * k               (4)

E
t
ij = eelec * k + eamp * dij

2
 * k     (5)

식 (1)은 식 (2)를 만족하는 트리 중 가장 작은 트리를 

찾는 알고리즘의 목적함수를 나타낸다. 식 (2)는 네트워

크의 모든 노드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트리에 대하여 

각 노드의 남은 에너지를 모두 총합하여 최대값을 가지

는 트리를 구하는 함수이다. 식 (3)은 전송에너지와 수

신에너지에 의하여 각 노드의 남은 에너지를 구하는 함

수이다. 식 (4)는 패킷 크기에 따른 수신에너지를 나타

내며, 식 (5)는 데이터 전송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을 나

타낸다. 데이터 전송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두 노드 vi와 

vj 간 거리 dij의 제곱에 비례한 것으로 정의한다.

Ⅳ. MLDA를 위한 SA

본 논문에서 MLDA 문제에 대한 제안된 SA 알고리

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단계 1. 해(solution)의 인코딩 설계

단계 2. 하나의 초기 해 생성

단계 3. 인접해 생성

3-1. 교환동작(Replace Operation)

3-2. 복구함수(Repair Function)

3-3. 정지 기준 및 온도 검사

단계 4. 정지 기준을 만날 때까지 단계 3을 반복

좋은 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해에 대한 효율적인 

인코딩(encoding)을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코딩 

설계에 따라 알고리즘의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인코

딩이 결정되면 제약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초기해를 랜

덤하게 생성한다. 초기해 S0는 현재해 Sc와 최적해 Sb로 

저장된다. 현재해에 대하여 제안된 교환동작에 의하여 

인접해 Sn를 생성한다. 생성된 Sn는 주어진 제약식에 맞

는지 검사하여 제약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복구함수를 

이용하여 제약식에 적합한 해로 수정한다. 제약식을 만

족하는 Sn는 Sb와 비교하여 더 좋은 해일 경우 Sn을 Sb와 

Sc로 저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온도상태에 

따라 Sn을 Sc로 선택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Sc 값은 

다음 인접해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지 기준을 만날 때까지 인접해 생성 과정을 반복한다. 

지금까지 기술한 제안된 SA의 전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procedure SA()

S0 ← InitialSolution()

Sc ← S0  // current solution: Sc

Sb ← S0  // best solution: Sb

t ← Tinit  // initial temperature: Tinit

while t < Tfinal do  // final temperature: Tfinal

   iter ← 0  // the number of iteration: iter

   while iter < IterSA do  

   // Maximum iteration: IterSA

      j ← 0

      while j <length(Sc) do

         while true do

    vi ← selNode()     

            pi ← selDestination(vi)  

            Sn ← replaceOperation(Sc, vi, pi)  

            if Sc ≠ Sn then

       break

            end

         end

 if Invalid(Sn) then

    repairFunction(Sn)

         end

         if cost(Sn) – cost(Sb) > 0 then

            Sc ← Sn

    Sb ← Sn 

         else if rand(0, 1) < exp(C/t) then 

            Sc ← Sn

         else 

            j ← j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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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end

      iter ← iter + 1

   end

   t ← t * a

end

return Sb

end procedure SA

4.1. 인코딩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인코딩은 일

반적으로 이진 스트링[12, 13]으로 구현되지만 정수 값

을 이용한 인코딩 방식이 조합 최적화를 위해 더 효과

적일 수 있다[14].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도 정수를 가진 

인코딩 방식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소스 노드와 목적 노드의 쌍으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vi와 pi는 해의 i번째 요소에 해당

하는 소스 노드와 목적 노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코

딩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SA 알고리즘에서는 

노드 간의 거리를 저장하는 노드 간 거리 테이블과 각 

노드의 전송범위 내에 위치하는 인접 노드의 위치정보

를 저장하고 있는 인접노드 테이블을 가진다. 

그림 1. 해 인코딩

Fig. 1 Solution encoding

4.2. 초기해 생성

제안된 SA에서 최적의 해를 구하기 위해 제안된 인

코딩 방식에 따라 제약식을 만족하는 초기해 하나를 

랜덤하게 생성한다. 여기서 제약식을 만족하는 해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가 싱크로 직접 전송

하거나 다른 노드를 거쳐 전송할 수 있는 해를 말한다. 

초기해를 생성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

어진다.

단계 1: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에 대하여 

싱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경로를 설정한다. 

우선 싱크와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노드를 찾아 싱크를 

목적 노드로 하여 초기해에 삽입한다. 제안된 알고리

즘에서는 초기해를 구성하기 위해 집합 Q를 사용한다. 

집합 Q는 식 (6)과 같이 싱크와 선택된 소스 노드를 포

함한다.

 ←  ∪ 


              (6)

단계 2: 노드가 싱크로 직접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 

인접한 노드 중에 집합 Q에 포함된 노드를 찾는다. 만

약 집합 Q에 포함된 노드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가장 

가까운 노드를 선택하여 그 노드를 목적 노드로 선택하

여 목적 노드와 함께 초기해에 삽입하고 집합 Q에 포함

시킨다.

단계 3: 단계 2를 반복하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

든 노드가 집합 Q에 포함되면 초기해 생성 과정을 마

친다. 

그림 2. 교환 동작의 예

Fig. 2 An example of the replace operation

4.3. 이웃해 생성

SA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현재해에서 새로운 해

를 생성하기 위해 인접해로 이동하는 이동방법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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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구함수의 예

Fig. 3 An example of the repair function

하는 것이다. 제안된 SA 알고리즘의 이동방법은 현재

해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해의 

요소 중 목적 노드를 소스 노드의 또 다른 인접노드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교환동작(replace operation)이라고 칭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교환동작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단계 1: 현재해의 요소 (u, v)에서 소스 노드 u가 하나 

이상의 인접 노드를 가지면, 그 노드의 인접 노드 중 하

나인 노드 w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단계 2: 초기해에서 인접해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대

로 (u, v)를 유지하고, 만약 두 개 이상이면 v를 제외한 

나머지 인접 노드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 만약 

선택된 노드가 w라고 하면 (u, w)로 바꾸어 새로운 인접

해를 하나 생성한다. 이때 새로 생성된 인접해가 제약

식을 만족하면 이 해를 수용한다. 만약 제약식을 만족

하지 않으면 복구함수를 이용하여 제약식을 만족하는 

해로 수정한다.

그림 2는 제안된 SA의 이동방법을 나타낸 예이다. 

싱크를 제외한 5개의 노드를 가진 네트워크에서 현재해

가 (1, s)–(2, s)–(3, 1)–(4, 1)–(5, 2)라고 가정한다. 

현재해의 네 번째 요소인 (4, 1)이 선택되어 인접해로 

이동시킬 경우, 노드 4의 인접 노드 중 1을 제외한 나머

지 노드 2, 3, 5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노드 2

가 선택된다면 새로운 인접해 (1, s)–(2, s)–(3, 1)–(4, 

2)–(5, 2)가 될 것이며, 이것은 제약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 만약 다른 노드 3 이나 5가 선택되더라도 제약식

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 

4.4. 복구함수

이동방법에 의해 생성된 인접해들은 일반적으로 제

약식을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

어진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는 제약식을 만족하지 

않는 인접해일 경우에 제거하거나 벌칙 함수(penalty 

function)을 이용하여 제약식을 만족하는 인접해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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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복구 함수를 

이용하여 제약식을 만족하지 않는 해를 제약식을 만족

하는 해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복구함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복구과정이 발생한

다.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이동방법을 동작시키면 제약

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2가지 발생한다. 첫 번

째 경우는 싱크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노드가 싱크

로 직접 전송하지 않는 노드를 목적 노드로 선택할 경

우 데이터가 싱크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b)와 같이 노드 2가 싱크로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다가 노드 5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노드 2, 

4, 5는 루프가 발생하고 데이터를 싱크로 전송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제안된 알고리즘에

서는 싱크로 직접 전송하던 노드는 싱크로 직접 전송하

는 노드로 계속 유지하거나 인접 노드 중에 싱크로 직

접 전송하는 노드를 목적 노드로 선택하도록 한다. 따

라서 그림 3(b)처럼 노드 2의 인접 노드 중 싱크로 직접 

전송하는 노드 1을 목적 노드로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노

드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루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

림 3(c)처럼 노드 4가 노드 5를 목적 노드로 선택할 경

우 두 노드 간에는 루프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

을 목적 노드로 가지는 노드는 제외하고 나머지 노드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목적 노드로 바꾼다.

4.5 종료 기준

제안된 알고리즘의 정지 기준은 미리 정해진 진행 횟

수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현재해에 대하여 이동방법을 

수행하여 새로운 인접해를 발생시켰을 때 성능이 개선

되지 않는 횟수가 정해진 횟수만큼 진행되면 알고리즘

이 종료된다.

Ⅴ.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는 MLDA 문제에 대한 제안된 SA 알고

리즘의 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모든 실험은 Windows OS 기반의 2GB 메모리와 

1.8GHz Pentium 4로 구성된 PC상에서 수행되었으며, 

각 알고리즘은 C++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제안

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네트워크 수

명과 실행시간 관점에서 기존에 제안된 FEGASIS[12] 

및 FEDAP-PA[13]과 비교하였다. 성능평가는 100 × 

100m
2
 크기의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수는 300에서 1000

까지 설정하였으며 각 노드의 전송 범위는 15m로 구성

된 토폴로지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식 (4)와 (5)에서 사

용되는 eamp는 50nJ, eelec는 100pJ로 설정하였으며, 제안

된 SA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반복횟수는 50000으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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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네트워크상에 에너지를 가장 적게 가지는 노드의 에너지양

(a) N = 500 (b) N = 900

Fig. 4 The amount of energy of node having the lowest 

remained energy in networks (a) N = 500 (b) N = 900

그림 4는 노드의 수를 500, 900으로 설정했을 때 네

트워크상의 노드 중에 남은 에너지가 가장 적은 노드의 

에너지양을 나타낸 결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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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배치된 노드는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 사용되

는 프로토콜에 따라 특정 노드의 에너지양이 다른 노드

의 에너지양보다 많이 소모될 수 있다. 그림에서 제안

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특정 노드

의 에너지 소모량이 적음을 볼 수 있다. 즉, 모든 노드가 

공평하게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수명을 

늘일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

된 SA 알고리즘의 이웃해 탐색방법이 기존의 알고리즘

에서 사용되는 노드선택방법보다 효과적으로 해를 탐

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드의 수가 많은 네트

워크에서도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우수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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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드 수에 따른 에너지 소멸이 첫 번째 발생하는 노드의 

시간

Fig. 5 The time of the first failure node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그림 5는 노드의 수를 300에서 1000까지 적용되었

을 때 첫 번째로 에너지 소멸이 발생하는 노드의 시간

을 나타낸 결과이다. 결과값은 각 알고리즘에 대하여 

10번 시도한 것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예측한 대로 전체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에너지 소

모로 소실되는 첫 번째 노드의 시간이 다른 알고리즘

에 비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은 실행시간 

관점에서 3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한 것이다. 네트워크 

수명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

의 다른 알고리즘과 비슷한 실행시간 내에 동작하고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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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드 수에 따른 계산 시간

Fig. 6 The computation time of the algorithm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odes

그림 7은 전송하는 데이터의 패킷 크기가 다른 상황

에서 3가지 알고리즘을 비교한 것이다.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제안된 알고리즘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며, 

PEDAP-PA가 PEGASIS보다 우수함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제안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이웃해 검

색방법인 교환동작과 복구함수가 효과적으로 동작함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비슷한 실행시간 내에서 더 좋은 결과

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능평가 결과

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NP-hard 문제인 MLDA 문제

를 적정한 실행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MLDA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배치된 모든 노드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수명을 최

대화하는 최대 수명 데이터 수집 문제를 위한 시뮬레이

티드 어닐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알고리

즘을 설계하기 위해 최대 수명 데이터 수집 문제에 적

합한 인코딩과 초기해 생성, 인접해 검색을 위한 이동

방법과 복구함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평

가하기 위해 네트워크 최대 수명과 알고리즘 실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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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비교 평가하였다. 비교결과에

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방식보다 더 우수함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무선 센서 네

트워크에서 최대 수명 데이터 수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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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패킷 크기에 따른 에너지 소멸이 발생하는 첫 번째 노드의 

시간 (a) N = 500 (b) N = 1000

Fig. 7 The time of the first failure node according to packet 

size (a) N = 500 (b) N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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