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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중 음파 통신은 해양 데이터 수집, 해저 탐사 및 개발, 군사 전술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

한 분야에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AUV)나 Remotely Operated Vehicle(ROV)와 같은 수중 로봇을 이용한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실시간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Message Merging MAC(M
2
-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Media

Access Control(MAC) 프로토콜에서는 미리 할당된 타임 슬롯에 따라 로봇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베이스 스테이션

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들을 버퍼링 과정을 거쳐 하나의 MAC 프레임으로 생성한 후 클러스터 내 모든 로봇 노드들에게 브

로드 캐스팅 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노드 진입 및 탈퇴 시 Maintenance&Sleep(M&S) 구간을 통해 관련 절차가 이루어짐으로

써 경쟁과 비경쟁 방식이 혼합된 복합형 MAC 프로토콜의 형태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에 중

요한 요소인 종단 간 지연과 에너지 소모량에 관련된 수학적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의 MAC 프로토콜과 비교함으로써 성

능의 우수성을 검증한다.

Abstract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is applicable in various areas, such as ocean data collection, undersea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actical surveillance, etc. Thus, robot control system construction used for underwater-robot like AUV or ROV

is essential in these area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ssage Merging MAC(M2-MAC) protocol, which is suitable for real

time robot control system, considering energy efficiency in important parts of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constitution.

In this proposed MAC protocol, gateway node receives the data from robot nodes according to the time slots that were allotted

previously. And messages delivered from base-station are generated to one MAC frame by buffering process. Finally, generated

MAC frames are broadcasted to all robot nodes in the cluster. Our suggested MAC protocol can also be hybrid MAC protocol,

which is successful blend of contention based and contention-free based protocol through relevant procedure with

Maintenance&Sleep (M&S) period, when new nodes join and leave as an orphan. We propose mathematical analysis model

concerned about End-to-End delay and energy consumption, which is important factor in constructing real-time robot control

system. We also verify the excellence of performance according to comparison of existing MAC protocols with our scheme.

Keywords : Underwater acoustic communication,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s,

Real time robot control system, Message Merging Media Access Control(M2-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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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중 환경에서의 통신은 해양 데이터 수집, 해저 탐

사 및 개발, 재난 방지, 해양 환경 모니터링, 군사 전술

감시, 경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1～2].

위와 같은 많은 분야는 AUV와 ROV같은 수중 로봇에

의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으며, 해저 탐사 및 개발 시

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수중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수중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지상에서의

로봇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실에서도 많은 로봇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중 로봇 제어에 관한 연구는 수중 환경의 다양한 제

약으로 인해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중 로봇 제

어를 위한 수중 통신은 지상에서 사용되는 RF통신과는

달리 전자파가 급속하게 감쇄되기 때문에 음파에 의한

제한적인 통신만이 가능하다
[3～4]
. 수중에서 사용되는 음

파 통신은 매우 제한된 대역폭을 지니므로 한 번에 전

송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적고, 다중경로와 페이딩 현

상으로 인하여 수중 채널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과

긴 전송 지연과 패킷 충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실시

간 시스템 운용에 매우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5]
.

또한, 수중에서는 배터리 교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에

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전력 소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MAC 프로토콜 설계는 위와 같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TDMA) 방식의 MAC 프로

토콜의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충돌을 방지함으로서 에

너지 효율적이고, 로봇 제어 시스템에 필수적인 실시간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중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에 적

합한 복합형 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관련된

MAC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Ⅲ장

에서는 제안된 MAC 프로토콜의 구조 및 동작 과정과

노드의 이동성에 따른 프로토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다. Ⅳ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MAC 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검증을

하며, Ⅴ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지금까지 지상의 로봇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다

양한 센서 기술과 초고속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반면 수중의 작업을 위한 로봇

제어 기술은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센서 및 장비의 종

류와 성능이 제한적이고, 지상의 환경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최현택 외
[6]
에서는 개발 중인 수중 로봇에 대하여 소

개하고 수중 음향 신호 탐지 시스템에 대한 특징과 시

스템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최현택 외[7]에서

는 수중 로봇의 지능 구현을 위한 제어 및 센서 시스템

설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는 주로 수중

로봇의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측정을 위한 센서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중 음파를 이용한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센서 중심의 연

구뿐만 아니라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MAC 프로토콜 개발도 중요하다. 현재 수중 환경에 적

합한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 MAC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UWAN-MAC[8]에서는 수중

음파 무선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MAC 프로토

콜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MAC 프로토콜은 모

든 노드들이 채널을 미리 확보하여 주어진 채널 안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초기화 구간에

서 채널 확보를 위해 제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인접한

노드들에게 자신의 채널 사용시간을 알림으로써 각 노

드의 전송 채널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채널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전송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채널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노드의 수가 많아져서

채널의 수가 많아질 경우 채널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소

모와 전송 지연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네트

워크상의 노드들을 정적 노드들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노드의 이동성으로 인한 전송 지연의 변화에 취약하다.

장길웅
[9]
은 UWAN-MAC의 논문을 보완하여 충돌을

그림 1. UWAN-MAC의 basic idea

Fig. 1. Basic idea of UWAN-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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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수중환경에서의 높은

전송지연과 낮은 대역폭을 고려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

소화하고 처리율을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에

서 제안된 MAC 프로토콜에서는 전송 사이클 구간을

슬롯 예약 구간과 데이터 전송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

며, 슬롯 예약 구간은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경

쟁기반으로 필요한 슬롯을 예약하기 위한 구간이며, 데

이터 전송 구간에서는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때를 제

외하고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므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

화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노드가 슬롯 예약 구간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하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같은 전송 범위 내의 노드가 동시에

동일한 예약 슬롯을 사용하여 예약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FAMA
[10]

프로토콜에서 사용된 기법인

Request-To-Send/Clear-To-Send(RTS/CTS) 메커니

즘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4-way 핸드셰이킹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긴 전송 지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중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그림

은 RTS/CTS 메커니즘의 충돌 예를 보여준다.

Slotted FAMA
[11]
는 기존의 FAMA프로토콜에 슬롯

개념을 도입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모든

패킷은 슬롯의 시작에서만 전송되며 슬롯의 길이는 데

이터 패킷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전송 지연과

CTS 패킷 전송 시간의 합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방식

그림 2. 슬롯 예약 기반 MAC의 전송 사이클

Fig. 2. Transmission cycle of MAC based on slot

reservation.

그림 3. RTS/CTS 메커니즘의 충돌 예

Fig. 3. An example of collision on RTS/CTS

mechanism.

그림 4. A노드와 B노드 사이의 데이터 전송 예

Fig. 4. Data transmission between node A and B.

으로 슬롯의 시작에서 전송된 RTS 또는 CTS 패킷이

그 슬롯 구간에서 전송 범위 내의 모든 노드에게 수신

된다. Slotted FAMA에서 RTS/CTS 패킷의 교환을 위

해 노드들은 항상 활성화 상태에 있게 되고, RTS/CTS

패킷의 교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idle state 및

overhearing을 하므로 에너지 낭비가 증가하게 된다. 또

한 슬롯의 크기가 최대 전송 지연 시간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수중에서의 음파의 긴 전송 지연 특성으로 인하

여 슬롯의 길이가 증가하므로 실시간 로봇 제어 시스템

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Ⅲ. 제안된 M2-MAC 프로토콜

본 논문의 목적은 지상에서 수중의 로봇 (AUV,

ROV)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수중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다음 그림은 수중음파통신

기반의 로봇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이다.

앞에서 언급한 수중 관련 MAC 프로토콜들은

TDMA기반으로 배치된 노드들이 주변 정보를 수집하

고 클러스터 헤더 기능을 하는 부위나 게이트웨이가 정

보를 모아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전달하여 환경 모니

터링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로봇 제어 시

스템과 같이 비주기적인 음파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림 5. 수중 로봇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

Fig. 5. Architecture of underwater robo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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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MAC의 동작 예
Fig. 6. Operation example of the M2-MAC.

그림 7. M-MAC의 전송 주기
Fig. 7. Transmission cycle of the M

2
-MAC.

수중 MAC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

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AC 프로

토콜은 비주기적인 로봇 제어 메시지를 음파 신호를 통

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미리 할당된 타임 슬롯을 통해

로봇으로부터 주기적인 정보를 전달받는다. 또한 실시

간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다수의 로봇에 효과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버퍼링을 통해 일

정한 간격으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6은 제안된 M2-MAC 프로토콜의 동작 예를, 그

림 7은 제안된 M
2
-MAC 전송 주기를 보여준다. 제안된

M
2
-MAC 프로토콜의 전송 사이클에서는 그림 6과 같

이 크게 초기화(Initialization) 구간과 수퍼프레임

(Superframe) 구간으로 나뉘게 된다. 초기화 구간은

Advertisement(Ad)구간과 Join(Jn) 구간으로 구성되고

수퍼프레임 구간은 Control(Ct) 구간, Data

transmission(Dt)구간, 그리고 Maintenance&Sleep

(M&S) 구간으로 구성된다.

1)초기화 구간(Initialization period)

§ Ad구간 : 게이트웨이에서 클러스터 내 모든 로봇

노드들에게 preamble 메시지를 브로드 캐스팅한다.

§ Jn구간 : 로봇 노드들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join 메시지를 전달한다. 게이트웨이는 join 메시지

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통해 다음 수퍼프레임 구간

의 Ct구간에서 각각 노드에 관한 적절한 타임 슬롯

을 할당하게 된다.

2)수퍼프레임 구간(Superframe period)

§ Ct구간 : 초기화 구간에서 획득한 로봇 노드들의 위

치 정보를 통해 적합한 타임 슬롯을 할당하고 비콘

메시지를 발송한다. 여기서 할당할 수 있는 타임 슬

롯의 수는 가변적이며, 정책적으로 최대 노드 수를

설정해 놓는다. 노드 수를 미리 설정해 놓는 이유는

제한 없이 많은 수의 타임 슬롯을 할당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을 데이터 수신에 할당하게 되어 실시간

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 구간에서 로봇 노드

로부터 받은 데이터에는 현재의 위치정보, 센서를

통해 수집된 주변 환경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피기백(piggyback) 하여 게

이트웨이로 전달하게 된다.

§ Dt구간 : 게이트웨이가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비주기

적인 로봇 제어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면

encapsulation 과정을 거쳐 로봇 노드들에게 브로드

캐스팅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로봇 노드별 메

시지 전송 시 각각 encapsulation 과정을 거치지 않

고 버퍼링 과정을 통하여 하나로 수합한 후 하나의

MAC 프레임으로 생성하고, 로봇 노드들에게 브로

드 캐스팅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로봇 노드에게 전송할 메시지에 따라 별도

로 MAC 프레임을 생성하지 않고 통합 메시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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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essage Merging 과정

Fig. 8. Process of message merging.

그림 10. 새로운 노드의 진입 시 프로토콜 동작 예

Fig. 10. The protocol operation example when a new node join into.

로 전송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 소모를 발

생시키고 데이터 처리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

율적일 수 있다. 다음 그림 8에서는 베이스 스테이

션에서 각 로봇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 M&S구간 : M&S구간에서는 새로운 로봇 노드가

클러스터 범위로 진입할 경우 가입 메시지를 게이

트웨이로 전달하여 다음 Ct구간에서 새로운 타임

슬롯을 할당받게 되고, 새로운 타임 슬롯을 할당받

을 필요가 없는 기존의 로봇 노드들은 슬립모드로

작동하여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므로 불필요한 에

너지 소모를 방지한다.

그림 9와 10은 노드의 진입, 탈퇴에 따라 제안된

MAC 프로토콜의 토폴로지와 동작 예를 보여준다.

1) 초기 Ct구간에서 G/W1과 G/W2는 각 전송 범위

내의 노드들에게 비콘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림 9. 새로운 노드의 진입 시 토폴로지 예

Fig. 9. The topology example when a new node join

into.

2) 각 로봇 노드들은 초기화 구간에서 결정된 자신들

의 타임 슬롯에 맞추어 응답 메시지를 게이트웨이로 전

송한다.

3) 게이트웨이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주기적인 로봇 제어 메시지를 버퍼링하고 Dt구간이

시작되면 각 로봇 노드들에게 브로드 캐스팅하게 된다.

4) 이 때 G/W2 클러스터 범위 내의 노드 R4는 임무

수행 중 G/W2 범위를 벗어나 G/W1 클러스터 범위 내

로 이동하게 되고, 차기 수퍼프레임 구간의 Ct구간에서

G/W1이 발송하는 비콘 메시지를 전송받게 됨으로써

G/W1 클러스터의 모든 구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662)



2011년 11월 전자공학회 논문지 제 48 권 CI 편 제 6 호 93

그림 11. 클러스터 내 노드 거리 변화에 따른 토폴로지의 변화와 프로토콜의 동작 예

Fig. 11. Topology variation and protocol operation according to distance change of node in the cluster.

된다.

5) 2번째 Ct구간의 타임 슬롯은 첫 번째 Ct구간에서

로봇 노드들로부터 전송받은 응답 메시지를 기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R4 노드는 G/W1 클러스터 범

위 내에 존재하지만 타임 슬롯은 G/W2 클러스터 내에

할당되어 있다.

6) Dt구간에서 로봇 노드들에서 제어 메시지들이 브

로드 캐스팅 된 후 M&S 구간이 시작되면 R4 노드는

G/W1 클러스터로 진입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새롭게

진입하는 R4 노드는 가입 메시지를 G/W1으로 전달하

게 되고, 기존의 나머지 노드들은 비활성화 상태를 유

지하며 전력 소모를 방지하게 된다.

7) 성공적으로 진입한 R4 노드는 Ct구간이 시작되

면 비콘 메시지를 전달받고 주어진 타임 슬롯 구간에

서 응답메시지와 기존의 임무 수행 데이터를 피기백

하여 G/W1으로 전송함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

하게 된다.

그림 11은 한 클러스터 내에서 로봇 노드의 거리 변

화에 따른 토폴로지와 프로토콜의 동작 예이다. 초기화

구간이 종료되고 초기화 구간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

으로 R1, R2, R3 순서대로 타임 슬롯이 할당되고 베이

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를 수합하여 전송하

게 된다. 각 로봇 노드들이 전달된 메시지를 수행하고

그 결과 게이트웨이로부터 거리 정도가 R1>R3>R2로

변화되고 로봇 노드들의 이동 때문에 변화된 위치 정보

를 다음 Ct구간에서 게이트웨이로 전송하게 된다. 전송

받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게이트웨이는 각 로봇 노드

들과의 거리 정도를 파악하고 차기 수퍼프레임 구간의

Ct구간에서 타임 슬롯을 거리 정보에 기반을 두어 R1,

R3, R2의 순서대로 재설정하게 된다.

Ⅳ. 성능 평가 및 분석

제안된 MAC 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의 MAC 프로토콜과 함께 기존 수중 환경에서 대

표적인 TDMA, RTS/CTS 기반 MAC 프로토콜의 수학

적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Matla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수중 네트

워크의 범위를 500m × 500m로 설정하고, 1～20개의 수

중 로봇 노드들을 랜덤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수중에서

의 전송 지연과 데이터 패킷의 크기를 고려하여 타임

슬롯 사이즈를 1초로 적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모

뎀은 기존의 상용화된 WHOI micro-modem의 성능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율 최대 5kbps, 최대 데이터 프레

임 사이즈 1024bits, 데이터 패킷 사이즈 160bits로 설정

하였다
[12]
. 수행된 시뮬레이션에서는 게이트웨이가 각

로봇 노드들에게 모든 타임 슬롯에서 메시지를 전송하

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전송 사이클을 기준으로 성

능을 평가하였다. 다음 <표 1>과 <표 2>는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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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s

Network Area 500m × 500m

Data Rate 5 kbps

Max. Frame Size 1024 bits

Data Packet Size 160 bits

Acoustic Speed 1500 m/s

Time Slot Size 1 sec

Number of Nodes 1～20 ea

Transmit Power < 50 W

Idle Power ～158 mW

Receive Power ～158 mW

Sleep Power ～5.8 mW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Notations Descriptions

Rx_p Power consumption of Receive period

Tx_p
Power consumption of Transmission 

period

Id_p Power consumption of Idle period

Sl_p Power consumption of Sleep period

N Number of Nodes

A Number of Blocked message

Ts Time slot size

Ts’ Time slot size (RTS/CTS)

K Data rate

pdelay Propagation delay

Max_pd Maximum propagation delay

pd_Ri Propagation delay with the i-th node

L_cm Length of Control message

L_bm Length of Blocked message

L_bc Length of Beacon message

L_pdata Length of Piggyback data

L_ack Length of Acknowledgment message

표 2. 수식 모델에 사용된 기호

Table 2. Notations of the numerical model.

션에 사용된 세부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수식 모델에 사

용된 기호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다음 수식 모델은 한 사이클에서 측정되는 총 종단

간 지연에 관련된 수식 모델이다.

   (1)

 ·
  



 

  (2)


  



· 

     (3)


  



· 

그림 12와 13은 노드 수 변화에 따른 총 종단 간 지

연과 평균 종단 간 지연을 보여준다. 일정한 범위의 수

중 네트워크에 1～20개의 노드를 랜덤으로 배치하여 데

이터 전송에 따른 총 종단 간 지연과 평균 종단 간 지

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네트워크상의 노드 수가 많아

질수록 전송되는 메시지가 많아지므로 총 종단 간 지연

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히 평균 종단 간 지연도 늘어나

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M
2
-MAC의 성능이 가장 우

수하고, RTS/CTS 방식이 총 종단 간 지연이 가장 길

게 나타났다.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요소인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전송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M2-MAC에서는 각

노드별로 타임 슬롯을 할당하지 않고 메시지를 수합하

그림 12. 총 종단 간 지연

Fig. 12. Total end-to-end delay.

그림 13. 평균 종단 간 지연

Fig. 13. Average end-to-end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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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시에 브로드캐스팅하기 때문에 TDMA 방식보다

종단 간 지연이 짧다. RTS/CTS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

하기 전 RTS/CTS 패킷 교환을 통해 사용 가능 채널을

점유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종단 간 지연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전체 사이클의 총 종단 간 지

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음은 하나의 로봇 노드가 전체 전송 사이클에서 소

비하는 에너지양에 관련된 수식 모델이다.

 
 (4)

 ···

  ··

·· (5)

 

·′ ··′
···′ (6)

그림 14에서는 하나의 로봇 노드가 전체 전송 사이클

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수중 환경에서는

배터리 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MAC 프로토콜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

의 구간 별 에너지 소비량은 WHOI micro-modem의

성능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각 클러스터 내 하나의

로봇 노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게이트웨이로부터 제

어 메시지와 비콘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와 피기백된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데 소모

하는 에너지를 합한 것이다. 또한 비활성 상태에 있는

구간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포함

된다. 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네트워크상의 노드

그림 14. 에너지 소비량

Fig. 14. Energy consumption.

가 많아질수록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M2-MAC은 TDMA 기반의 MAC 프로토콜과

RTS/CTS 기반의 MAC 프로토콜에 비해 에너지 소비

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WHOI

micro-modem의 성능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구간과

비활성 구간의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훨씬 높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횟수를 줄일 수

있는 M
2
-MAC이 성능이 뛰어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TDMA기반의 MAC 프로토콜에서는 모든 노드에 대해

타임 슬롯을 할당하므로 전송할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할당받은 타임 슬롯의 크기만큼 비활성 상태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노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 또한 RTS/CTS 메커니즘

은 타임 슬롯을 할당하지 않지만 데이터 전송 시 로봇

노드가 RTS/CTS 패킷 교환 절차를 이루며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하게 된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로봇 제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필수

적 요소인 실시간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M
2
-MAC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MAC 프로토

콜은 기존의 TDMA 방식을 이용한 타임 슬롯 할당으

로 다수의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발생

하는 충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로봇 노드

가입 시 신규 노드를 제외한 기존의 노드들은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복합형의 MAC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Message Merging 과정을 통하

여 데이터 전송 횟수를 감소시켜 실시간 로봇 제어 시

스템에서 요구되는 낮은 종단 간 지연과 에너지 소모의

감소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종단 간 지연과 에너지 소모량에 관한 수학적 모

델을 도출하였으며, 기존의 MAC 프로토콜과 실시간

로봇 제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인 총 종단 간 지연,

평균 종단 간 지연과 함께,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 분석

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된 M
2
-MAC 프로토콜은

기존의 MAC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종단 간 지연과 에

너지 소모량에 대해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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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새로운 노드의 가입 시 동시에 게이트

웨이로 가입 메시지를 전달 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가 중첩이 될 경우의 충돌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제안된 MAC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테스트 베드를 구축

하여 실제 환경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I. F. Akyildiz, D. Pompili, and T. Melodia,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s : research

challenges,” Ad Hoc Networks (Elsevier), Vol. 3

No. 4 pp. 257-279, May 2005.

[2] J. Heidemann, W. Ye, J. Wills, A. Syed, and Y.

Li, “Research challenges and applications for

underwater sensor networking,” IEEE WCNC,

2006.

[3] Soo-Young Shin, Jung-Il Namgung, and

Soo-Hyun Park, “SBMAC: Smart Blocking MAC

mechanism for Variable UW-ASN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Environment,”

Sensors, Vol. 10, No. 1, pp. 501-525, January

2010.

[4] Yung-Pyo Kim, Jung-Il Namgung, Nam-Yeol

Yun, Hui-Jin Cho, Imtiaz Ahmed Khan, and

Soo-Hyun Park,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Test-bed for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based on ARM9 Processor,” EUC, pp.

302-306, 2010 IEEE/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bedded and Ubiquitous Computing, 2010.

[5] D. Pompili, T. Melodia, and I. F. Akyilidiz, “A

CDMA-Based Medium Access Control for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Wireless Communications, Vol.

8, No. 4, April 2009.

[6] Hyun-Taek Choi et al, “Development of

Underwater Robot & Underwater Acoustic

Signal Recognition System,” In proceedings of

CICS October 2010.

[7] Hyun-Taek Choi et al, “Design of a Control and

Sensor System of Underwater Robot for

Implementing Robot Intelligence,” In Proceedings

of the IEEK, Vol. 33, No.1, June 2010.

[8] M. K. Park and V. Rodoplu, “UWAN-MAC: An

Energy-Efficient MAC Protocol for Underwater

Acoustic Wireless Sensor Networks,” IEEE/MTS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Vol. 32, No. 3,

pp. 710-720, July 2007.

[9] 장길웅,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매체접

근제어 프로토콜,” 정보과학회논문지, 제35권, 제4

호, 337-344쪽, 2008.

[10] C. Fullmer and J. Garcia-Luna-Aceves, “Floor

acquisition multiple access (FAMA) for

packet-radio networks,” In Proceedings of ACM

SIGCOMM ’95, 1995.

[11] Marqal Molins and Milica Stojanovic, “Slotted

FAMA: A MAC Protocol for Underwater

Acoustic Networks,” In Submitted to Proc. IEEE

OCEANS’06 Conf., 2006.

[12] WHOI Acoustic Communications: Micro-Modem,

http://acomms.whoi.edu/umodem

(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