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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에서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달리 수중에서는 음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한
다. 음파를 이용한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긴 전파지연과 제한된 대역폭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 긴 전파 지연으로 노드가 전송한 패킷(Packet)은 빈번히 충돌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에서 이용되는 백오프(Back-off) 기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노드의 배치에 따라 고정된 슬롯시간(Slot-time)은 불필요한 지연시간을 발생시켜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슬롯시간의 동적인 설정 기법을 제안하고 기존에 연
구된 MAC 프로토콜에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MAC 프로토콜과 제안된 기법을 적용한 MAC 
프로토콜의 성능을 비교하고, 그 결과 기존 MAC 프로토콜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 하
였다.

ABSTRACT

Unlike a terrestrial wireless sensor network which uses radio waves, UWASN(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relies on acoustic waves. There are lots of ongoing researches for long latency and limited bandwidth 
of underwater sensor network by using acoustic wave. Packets transferred by node often colide in underwater 
sensor network due to long latency.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in general, Back-off scheme which is used 
in wireless network is used. However, fixed Slot-time according to node allocation generates useless time delay, 
and this lowers network performance. In this thesis, active setting technique of Slot-time is proposed, and 
applied for already studied MAC protocol. At the conclusion, it was proved that the MAC protocol using the 
proposed scheme has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MAC protocol as a result comparison.

키워드

수중 센서 네트워크, 수중통신, MAC, QoS, Collision resolution

Ⅰ. 서  론

긴 전파지연과 낮은 전송속도를 갖는 수중 센
서 네트워크는 지상에서의 무선 네트워크와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MACA, MACAW 그리고 FAMA
와 같은 프로토콜은 지상에서의 무선 네트워크를 
위해 제안된 MAC 프로토콜이다. 지상에서의 무
선 채널을 위해 설계된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매
우 긴 전파지연을 갖는 수중 음파채널에서 시 공
간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

하여 심각한 패킷 충돌문제가 발생된다[1][2]. 이
러한 이유로 수중에서의 센서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다양한 
MAC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3][4][5]와 같이 기
존에 제안된 MAC 프로토콜은 공통적으로 백오프 
기법을 이용하여 패킷간의 충돌을 예방한다. 백오
프 기법에서 각 노드는 랜덤(Random)한 값을 생
성하고 그 값 만큼의 슬롯시간을 대기한다. 이를 
백오프 카운터(Back-off Count)라 한다. 노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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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최대 전파 지연시간

생성된 백오프 카운터 동안 이웃 노드의 전송 상
태를 확인하고, 백오프 카운터의 완료(Expire)시 
까지 이웃 노드의 패킷 전송이 없는 경우 채널을 
통해 패킷을 전송한다. 만약, 패킷 전송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이웃 노드의 패킷 전송이 발견되
면, 슬롯시간을 이용한 백오프 카운터를 중지하고 
모든 전송이 종료 될 때 까지 전송 대기한다. 수
중에서의 백오프 기법에서는 긴 전파지연으로 인
하여 충분히 긴 시간을 갖는 슬롯시간을 이용하
여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MAC 프로토콜에서는 
각 노드의 최대 전송반경에 해당하는 슬롯시간을 
갖는다. 만약 충분히 긴 시간의 슬롯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 긴 전파지연 문제로 인하여, 이웃하는 
노드들이 전송한 패킷을 충분히 검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각 노드가 전송한 패킷간의 충돌이 발생
한다. 이러한 문제를 긴 전파지연에 의한 시공간 
불확실성이라고 한다[4]. 시공간 불확실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 시간의 슬롯시
간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식(1)과 같이 그 값이 
결정된다.
   

 식(1) 
 그러나 수중에서 노드의 배치에 있어, 특히 수심
이 깊은 경우 각 노드간의 균등한 거리의 배치가 
어려우며, 해류의 영향으로 최초 노드의 배치 이
후 빈번한 노드의 위치 변화가 발생 가능하다. 이
러한 이유로 고정된 슬롯시간을 갖는 기존의 연
구에서 제안된 MAC 프로토콜에서는 노드의 배치 
상황에 따라 그림 1의 T3과 같이 낭비되는 송신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 시간은 네트워크 성능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
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백오프시 고정된 슬롯시
간에 의해 낭비되는 송신 대기시간을 제거하기 
위한 동적인 슬롯시간 설정기법을 설명한다. 3장
에서는 제안된 기법과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위
해 기존에 제안된 MAC과의 성능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
론을 기술한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수중 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제안된 MACA-U[5]를 기반으로 
한다. MACA-U에서 노드는 전원이 인가되면 대기
(IDLE)상태에서 존재한다. 대기 상태의 노드는 전
송할 데이터가 발생하면 경쟁(CONTEND)상태로 
변경된다. 경쟁상태에서 노드는 백오프 기법을 이
용하여 랜덤한 시간동안 대기 후 RTS 패킷을 전
송한다. RTS 패킷을 전송 후 노드는 CTS 수신 대
기 상태(WFCTS)로 변경된다. RTS 패킷을 수신한 
목적노드는 CTS 패킷을 즉시 전송하고 데이터 수

신 대기상태(WFDATA)로 변경된다. 이때 이웃하
는 노드는 채널 예약을 위한 RTS 또는 CTS 패킷
을 엿듣는다(Overhear). 만약 이때 이웃 노드가 
전송하는 RTS 또는 CTS 패킷을 수신하게 되면 
휴식(QUITE) 상태로 변경된다. 휴식 상태의 노드
는 식(2)을 이용하여 정의된 시간 동안 이웃노드
들이 전송하는 각 종 패킷을 엿들으며 대기한다
[5].
 × 
 × 
     

식(2) 

휴식 상태에서는 식(2)와 같이 QUITERTS, 
QUIETCTS, QUIETduration의 시간동안 대기한다. 
QUITERTS는 노드가 이웃 노드가 전송하는 자신을 
목적노드로 하지 않는 RTS 패킷을 수신한 경우의 
휴식 시간이다. 이 시간은 tmax(최대 전파 지연시
간)의 2배의 시간과 Tcts(CTS 패킷의 전송시간)의 
합의 시간동안 휴식한다. QUIETCTS는 이웃 노드로
부터 자신을 목적 노드로 하지 않는 CTS패킷을 
수신한 경우 tmax의 2배의 시간과 Tdata(DATA 패킷
의 전송시간)의 합의 시간동안 휴식한다. 만약 
QUITE 상태의 노드가 QUITERTS 또는 QUIETCTS 
값을 이용해서 휴식 중에 또 다시 이웃 노드들로
부터 RTS 또는 CTS 패킷을 수신된 경우 식(2)의 
QUIETduration과 같이 현재 카운트 중인 QUITE 시
간 값과 새로운 패킷 수신에 의해 생성된 QUITE 
시간 값 중 큰 값을 선택하여 계속 휴식 상태로 
대기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웃 노드들과의 
패킷 충돌을 해결한다. MACA-U에 이용되는 
QUITE 시간은 tmax와 같이 최대 전파 지연시간 
값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연구된 많은 수중 센서 네트워크 관련 연구에서 
이용되는 기법이다.

그림 1은 최대 전파지연 값을 설명하고 있다. 
T1은 기존에 연구된 MAC 프로토콜에서 이용되는 
최대 전파지연의 값이다. 이 값은 노드 S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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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가능 거리를 통해 하나의 패킷이 음파신호
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과거의 
연구에서 이미 수중에서의 음파신호의 속도가 약 
1.5km/s[2] 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계산 
가능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 값은 최초 노
드의 배치 시 모든 노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
중에 배치되고, 백오프 시 슬롯시간과 노드의 휴
식 시간에 이용된다. 그러나 3차원 수중공간에 
배치된 노드는 해류의 영향으로 그 위치가 가변
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T1과 같이 고정된 최대 
전파 지연 값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배치된 노드
간의  전파 지연시간 T2 값에 비하여 T3 값만큼
의 시간차를 갖게 된다. 시간차 T3는 최대 전파 
지연 값 T1을 이용하는 기존의 MAC 프로토콜에
서는 전체 네트워크의 성능을 감쇄 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 연구에
서 이용된 고정된 슬롯시간을 동적으로 변경하여 
T3와 같은 불필요한 전송 대기시간을 줄인다. 이
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백오프를 이용한 MAC
프로토콜에서 보다 손쉽게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
상 시킬 수 있다. 동적인 슬롯시간의 설정을 위해
서는 먼저 각 노드간의 전파 지연시간의 측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Tp : Propagation Delay
그림 2. Round Trip Time 측정

전파 지연시간의 측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림 2와 같이 RTT(Round Trip Time)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RTT는 하나의 노드가 이웃한 
노드로 패킷을 전송하고 그 패킷에 대한 응답의 
도착까지의 시간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본 논문
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각 노드들 간의 RTT를 
측정을 위하여 소스 노드는 RTT 측정을 위한 
RTS 패킷을 목적 노드로 전송한다. 이때 소스 노
드는 RTS 패킷의 전송시간을 메모리에 저장한다. 
목적노드는 RTS 패킷 수신 후, 자신의 처리시간
(Processing Time)을 CTS 패킷을 이용해서 소스 
노드로 전송한다. CTS 패킷을 수신한 소스 노드
는 저장된 RTS 패킷의 전송 시간과 수신된 CTS  
패킷의 도착 시간 그리고 목적 노드의 처리 시간
을 이용하여 RTT 값을 식(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3)
목적 노드는 측정된 RTT값을 이용하여 최대 전

파 지연 값을 얻을 수 있다. 각 노드는 RTT값을 
측정 후, 측정된 RTT 값을 반으로 나누어 최대 전
파 지연 값을 구한다. 제안하는 MAC 프로토콜에서
는 RTT 측정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RTS와 CTS 
패킷에 각기 s-Time필드와 p-Time필드를 추가하
였다. CTS 패킷의 경우 목적 노드의 처리 시간 
Tprocessing을 추가하기 위해 p-Time 필드를 추가 하
였다. 슬롯시간은 최대 전파 지연 값과 제어패킷
(RTS/CTS Packet)의 전송 시간의 합으로 결정된
다. 결정된 슬롯시간은 RTS 패킷에 추가된 s-time 
필드를 이용해서 이웃 노드들에게 전달된다. 

그림 3. 제어 패킷 구조

각 노드는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발생한 경우 
RTS 패킷을 이용하여 채널을 예약한다. 소스 노
드는 채널 예약을 위해 RTS 패킷을 전송하고, 
RTS 패킷의 s-Time 필드를 통해 자신이 이용하
고 있는 슬롯시간 값을 이웃 노드에게 전송한다. 
소스 노드의 이웃한 모든 노드는 소스 노드가 전
송한 RTS 패킷의 엿듣기를 통해 소스 노드의 슬
롯시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노드는 
모든 이웃 노드들의 슬롯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각 노드는 수신된 이웃 노드들의 슬롯시간 값 중 
최대값을 자신의 슬롯시간 값으로 결정한다. 이렇
게 결정된 슬롯시간 값은 항상 식(4)를 만족한다.
  ≤ 식(4) 
노드의 최대 전송 가능 범위에 대한 전파 지연 

값 TMax.PropagationDelay은 항상 0보다 크고 실제 노드
의 배치 상태에 따른 전파 지연 값 TMax.SlotTime보
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노드의 최대 전송 가능 
거리에 대한 전파 지연 값을 슬롯시간으로 갖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제안하는 MAC 프로토콜은 
노드의 배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슬롯시간을 
갖는다. 최적화된 슬롯시간은 낭비되는 전송 대기 
시간을 줄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

Ⅲ.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NS3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MAC
과 MACA-U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그림 4와 같이 6개의 노드를 배치하였다. 배
치된 각 노드들은 그림 4와 같이 가로 100m, 세
로 100m 간격의 격자 위에 각기 배치된다. 노드 
A, B, C, D, E는 주기적으로 200바이트 길이의 패
킷을 주기적으로 생성한다. 생성된 패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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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bps의 전송 속도로 노드 S로 전달한다.

그림 4 실험을 위한 노드 배치

성능평가는 각 노드가 갖는 최대 전송 가능 거
리를 500m에서 2500m까지 500m씩 변경해가며 
네트워크의 처리량과 각 노드의 전송 지연 값을 
30,000초간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처리량은 측정 
시간 동안 노드 S에서 수신된 패킷의 수를 측정 
하였으며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림 5에서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MAC은 노
드의 최대 전송 가능 거리에 따른 슬롯 타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MACA-U와 달리 성능
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수신된 패킷량 VS. 최대 전송 거리

그림 6. 전송 지연 VS. 최대 전송 가능 

거리

그림 6은 최대 전송 가능 거리의 변화에 따른 
노드의 전송지연에 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

송 지연 값은 노드 A, B, C, D, E에서 노드 S로 
패킷 전송시, 각 노드의 응용계층(Application 
Layer)에서 패킷의 최초 생성 후 노드 S로 도착까
지의 평균 시간을 의미 한다. MACA-U의 경우는 
슬롯시간이 최대 전송 가능 거리에 따라 변경이 
됨으로 최대 전송 가능 거리의 증가로 인한 급격
한 전송 지연 값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노드의 배치 
에 따른 슬롯시간의 동적인 변경이 가능하여 낭
비되는 전송 지연시간이 줄어들어 네트워크의 성
능을 향상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
운 MAC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MAC은 수중센서 
네트워크를 위해 기존에 제안된 MACA-U를 기반
으로 한다. 제안하는 MAC 프로토콜은 동적으로 
슬롯시간을 결정하여 노드의 배치 상태와 노드의 
이동에 따라 낭비되는 지연시간을 제거하여 네트
워크의 성능을 증가 시켰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된 MAC과 제안한 MAC과의 성능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MAC의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하였
다. 제안된 MAC의 동적 슬롯시간 설정 기법은 
MACA-U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된 고정된 슬
롯시간을 이용하여 백오프를 수행하는 각 종 
MAC에 적용하여 기존 MAC 프로토콜의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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