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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음 를 이용하여 노드간 통신을 한다. 그러나 긴 지연으로 인해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해 연

구된 기존의 MAC(Media Access Control) 로토콜을 그 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수  센서네트워크에서 효율 인 통신

을 해서는 긴 지연시간을 고려한 새로운 MAC 로토콜이 필요하다.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수 이라는 환경의 특성

상 노드의 균일한 배치가 어렵다. 한, 노드의 배치 도가 높은 경우 단일 홉 내에 서로 다른 거리를 갖는 다수의 노드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드간 간격에 따른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긴 지연으로 인하여 하나의 목 노드로 

다수의 노드가 데이터 송을 해 경쟁하는 경우 백오 (Back-off)를 이용한 경쟁 기반의 MAC 로토콜에서는 목 노드에 

인 한 노드가 채  경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올라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된 방법에

서 송할 데이터가 있는 노드는 자신의 큐 상태정보를 RTS 패킷에 포함하여 송한다. 기존 방법에서는 RTS 패킷을 수신한 

후에 CTS 패킷을 바로 송하지만 제안된 방법에서는 CTS 패킷 송을 지연시키고 일정 시간동안 여러 개의 RTS 패킷을 

수신한 후에 큐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하나의 RTS 패킷을 선택하고 이에 한 CTS 패킷을 송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을 기존에 연구된 수  센서네트워크를 한 MAC 로토콜과 비교한다. 비교 결과 제안하는 MAC 로토콜의 우수성을 확

인하 다.

Abstract

Underwater sensor networks (UWSNs) employ acoustic channels for communication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underwater acoustic channel is long propagation delay. Previously proposed MAC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s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cannot be directly used in UWSNs due to the long propagation delay. The long propagation 

delay and uneven nodes deployments cause spatial fairness in UWSNs. Therefore, a new MAC protocol for UWSNs needs 

to be developed to provide efficient commun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MAC protocol in order to 

alleviate the fairness problem. In the proposed scheme, when a node receives a RTS packet, it does not immediately send 

back but delays a CTS packet. The node collects several RTS packets from source nodes during the delay time. It 

chooses one of the RTS packets based on the queue status information. And then, it sends a CTS packet to the source 

node which sent the chosen RTS packe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is investigated via simul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our scheme is effective and alleviates the fairnes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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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호를 이용하는 무선 센서네트워크를 해 개

발된 MAC(Media Access Control) 로토콜은 긴 

지연을 갖는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효율 으로 동작

하지 않는다.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긴 지연과 

제한된 역폭, 높은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로 인

하여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하다[1～3]. 특

히,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변형된 핸드쉐이킹

(Hand-shaking) 기법을 통한 MAC 로토콜이 주로 

제안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CSMA/CA[4]기법

을 이용하여 소스노드에서 목 노드로 데이터를 송한

다. 그러나, 무선 센서네트워크와 다르게 수  센서네트

워크에서는 시공간 불확실성 문제로 인하여 CSMA/CA 

기법을 그 로 이용할 수 없다
[5]
. CSMA/CA에서 송

할 데이터가 있는 노드는 데이터 송을 해 이웃노드

의 채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채 을 사용 인 노드

가 없는 경우 데이터를 송한다. 그러나 수 센서 네

트워크에서는 긴 지연시간으로 이웃한 노드가 재 

데이터를 송 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을 시공간 불확실성 문제라고 한다
[6～7]
. 이러한 이유

로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일반 으로 무선 센서네트

워크와는 달리 변형된 핸드쉐이킹 기법을 이용하여 각 

노드들 간에 통신을 한다.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일반

으로 이용하는 핸드쉐이킹 기법은 RTS(Request to 

Send) 패킷과 CTS(Clear to Send) 패킷을 이용하여 채

을 약한다. 핸드쉐이킹  기법에서 노드의 송신 큐

에 송할 데이터가 있으면 각 노드는 채 경쟁을 시작

한다. 이때 소스노드는 백오 (Back-off) 후 RTS 패킷

을 목 노드로 송한다. RTS 패킷을 수신한 목 노드

는 즉시 CTS 패킷을 소스노드로 송한다. 만약 소스

노드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CTS 패킷을 수신하지 

그림 1. 노드의 배치 거리에 따른 불평성 문제

Fig. 1. Fairness problem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nodes.

못할 경우 백오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임의의 시간 

후 다시 RTS 패킷을 송하여 채 약을 시도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목 노드와 소스노드간의 채 을 

약하고, 그 후에 소스노드가 목 노드로 DATA 패킷

을 송한다. 

이러한 기법을 수  센서네트워크에 그 로 용하

는 경우, 목 노드를 기 으로 각 노드간의 배치거리의 

차이에 의해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은 불공

평성 문제의 이다. 그림 1에서 노드 A, B, C는 노드 

D에 데이터를 송하기 하여 백오 를 통한 채 경

쟁을 시작한다. 각 노드는 백오  시간이 종료되고 이

웃노드의 데이터 송을 검출하지 못한 경우, 각 노드

는 목 노드로 RTS 패킷을 송한다. RTS 패킷을 수

신한 목 노드 D는 가장 먼  수신한 RTSC 패킷에 

하여 즉시 CTSC 패킷을 송함으로써 채  약을 완

료한다. 노드 D에 가장 인 한 노드 C는 항상 노드 A, 

B에 비하여 채  경쟁에 있어 승리 확률이 높다. 따라

서 노드 C가 항상 높은 성능을 갖게 되는 문제 을 야

기한다. 

노드거리에 따른 송 불공평성 문제는 수  센서네

트워크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일반

인 센서네트워크는 산발 으로 분산배치된 각 센서노

드들이 동 으로 가변되는 목 노드로 다수의 데이터를 

주어진 시간내에 달하여야하는 경우가 많다. 노드거

리에 따른 불공평성 문제는 데이터 송의 실시간성 보

장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목

노드는 최  RTS 패킷을 수신 후 임의의 시간동안 수

신 가능한 여러 RTS 패킷을 수신한다. 소스노드는 

RTS 패킷에 자신의 송신 큐 상태정보를 포함하여 송

한다. 목 노드는 수신된 여러 RTS 패킷들  가장 큰 

큐 길이를 갖는 노드의 RTS 패킷에 하여 CTS 패킷

을 송함으로써 노드의 배치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노

드간의 송 불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노드간의 거리에 

따른 송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데이터 송의 실

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노드의 

배치 거리에 따른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안

하는 MAC 로토콜인 DCT-MAC(Delayed CTS 

Transmission – MAC) 기법에 하여 설명한다. 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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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안된 기법과 수  센서네트워크를 해 기존

에 제안된 MAC과의 성능을 시뮬 이션을 통해 비교하

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한다.

Ⅱ. DCT-MAC

기존에 제안된 MACA-U에서는  백오  기법을 이

용하여 각 노드들 간의 경쟁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Ⅰ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노드의 치에 따른 불공평성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DCT-MAC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목

노드는 최  RTS 패킷을 수신한 후 바로 CTS 패킷을 

송하지 않고 임의의 시간동안 CTS 패킷을 지연시켜 

추가 인 여러 RTS 패킷을 수신한다. 그런 후에, 수신

된 여러 RTS 패킷들 에서 하나의 RTS를 선택하고 

이에 한 CTS 패킷을 송한다. 제안된 방법의 동작

을 해 각 노드는 이웃노드테이블을 유지 리하며 소

스노드로부터 RTS 패킷을 수신하 을 때, 테이블 정보

를 이용하여 CTS 패킷 지연 시간을 계산하고 여러 

RTS 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1. 이웃노드테이블

제안된 방법에서 각 노드가 유지 리하는 이웃노드

테이블은 표 1과 같다. 표에서 P-Delay 필드는 각 노드

와의 지연시간 나타내며, Queue Length 필드는 각 

노드의 송 큐에 기 인 패킷 수를 나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에서 소스노드는 RTS 패킷을 송할 

때 자신의 송 큐에 기 인 패킷 수 정보를 포함하

여 송한다. 이 정보를 RTS 패킷에 포함하기 해 

RTS 패킷의 구조를 그림 2와 같이 수정하여 Tx 

Queue Length 필드를 추가하 다. 본 논문에서 이용되

는 CTS 패킷과 DATA 패킷은 IEEE 802.11
[8]
에서 제안

하는 패킷과 동일한 구조를 이용한다. 추가된 Tx 

NODE ID P-Delay Queue Length
A 1sec 2
.

.

.

.

.

.

.

.

.
C 10sec 3

표 1. 이웃노드테이블

Table 1. Table of neighbor node.

그림 2. 제안하는 MAC의 RTS 패킷 구조

Fig. 2. Proposed RTS Packet Frame.

Queue Length 필드는 RTS 패킷을 송한 소스노드의 

송 큐에 기 인 패킷 수를 의미한다. 각 노드들은 

이웃노드들이 송한 RTS 패킷을 수신하거나 엿듣기

를 통해 Tx Queue Length 필드 값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표 1의 Queue Length 필드의 값을 갱신한다.

수  센서네트워크에서는 RTT(Round Trip Time)를 

이용하여 이웃노드와의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RTT를 측정하기 해 각 목 노드는 CTS 

패킷을 송한 후 DATA 패킷이 수신되기까지의 시간

을 측정하여 이웃노드와의 거리를 측한다. RTS 패킷

과 CTS 패킷까지의 시간 차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안하는 방법에서 목 노드는 RTS 패킷을 수신한 후 

바로 CTS 패킷을 송하지 않고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

를 이용할 수 없다. RTS 패킷을 수신한 목 노드는 

그림 3과 같이 CTS 패킷을 송하고 DATA가 

패킷이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RTT값

을 측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노드간 지연시간

(tp)은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 (1)

계산된 각 노드간 지연시간은 표 1의 P-Delay 

필드에 장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웃노드와의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최신 정보를 항상 유지한

다. 노드에 처음 원이 켜질 때의 tp값은 RTT의 측정

하기 이므로 노드의 최  가능 거리에 해당하는 

최  지연시간으로 설정한다.

2. 동작원리

노드의 치에 따른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제안된 DCT-MAC 로토콜은 그림 3과 같이 경쟁 

구간을 두 개의 역으로 나 다. 먼  PHASE 1에서

는  MACA-U에서 이용된 BEB 기법을 이용한다. BEB

에서는 RTS 패킷을 송 후 목 노드로부터 CTS 패

킷을 정상 으로 수신하지 못한 경우 Bcnt(Backoff 

counter)를 두배로 증가시킨다. 이때의 Bcnt값은 무한이 

증가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운 자에 의해 제한된 최

값을 갖는다. RTS 패킷을 송한 후 CTS 패킷을 성공

으로 수신한 경우에는 Bcnt를 정의된 최소값인 Bmi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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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하는 MAC의 동작 방법

Fig. 3. Timing diagram for proposed MAC protocol.

로 설정한다. 일반 으로 수  센서네트워크에서 경쟁

슬롯구간(Contention slot duration)은 RTS 패킷의 

송시간인 Trts와 최  지연 시간인 τmax의 합으로 

정의된다[9]. 따라서 각 노드의 백오 시간 Tbk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제안된 방법의 PHASE 1에서

는 식 (2)와 같이 Tbk를 결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각 

노드가 백오 를 하는 방식으로 노드간의 경쟁을 수행

한다. 

    ×     (2)

각 노드의 거리에 따른 불공평성 문제 해결을 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그림 3과 같이 PHASE 2의 경쟁

단계가 추가되었다. MACA-U에서 목 노드는 가장 먼

 수신된 RTS 패킷에 하여 즉시 CTS 패킷을 송

을 함으로써 채  약을 완료한다. 그러나 제안하는 

DCT-MAC 로토콜에서는 최  수신된 RTS 패킷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수의 RTS 

패킷을 수신하기 해 RTS 패킷 수신 기시간(tRTS.wait)

를 갖는다. 즉, tRTS.wait시간동안 CTS 패킷 송을 지연

시킨다. tRTS.wait는 가변 이며 표 1의 지연시간 정

보와 각 노드의 송 기 인 패킷 수를 이용하여 결

정한다.

PHASE 2에서 RTS 패킷을 수신 후 즉시 CTS 패킷

을 송하지 않고 가변 인 RTS 패킷 수신 기시간 

tRTS.wait동안 여러 RTS 패킷을 수신한다. 수신된 RTS 

패킷  가장 큰 Tx Queue Length값을 갖는 소스노드

로 CTS 패킷을 송함으로써 노드 치에 따른 불공평

성 문제를 해결한다. 제안된 MAC 로토콜의 PHASE 

2에서 최  RTS 패킷을 수신하면 자신의 이웃노드테

이블에서 RTS 패킷을 송한 노드와의 지연시간

을 확인한다. 만약, 이 노드의 지연시간보다 큰 값

을 가지면서 Queue Length가 큰 노드가 존재하면, 그 

노드의 지연시간에 tRTS값을 더하여 tRTS.wait로 설정

한다. 반면 처음 수신된 RTS 패킷을 송한 소스노드

의 Queue Length가 이웃노드테이블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면 tRTS.wait를 0으로 설정한다. 즉, tRTS.wai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

여기에서 tpRTS1은 목 노드가 첫 번째 수신한 RTS 패

킷을 송한 노드와의 지연시간을 의미하고,  

tpQmax는 이웃노드테이블에서 최  큐값을 갖는 노드와

의 지연시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tRTS는 RTS

패킷의 송시간을 의미한다. 목 노드는 식 (3)에서 계

산된 시간만큼 CTS 패킷 송을 지연시켜 여러 RTS 

패킷을 추가 으로 수신한다. tRTS.wait시간이 지나면 수

신된 RTS 패킷 에서 가장 큰 큐 길이를 갖는 노드의 

RTS를 선택하고 해당 노드로 CTS 패킷을 송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스노드는 데이터 패킷을 목 노드로 

송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목 노드와의 거리가 먼 

노드들에게 발생하는 노드간 송 불공평성 문제의 해

결이 가능하다.

Ⅲ.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NS3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DCT-MAC 로토콜과 MACA-U의 성능을 비교한다. 

성능 평가를 해 그림 4와 같이 6개의 노드를 각기 

2km간격으로 배치하 으며 모든 노드는 1홉 내에 존재

한다. 노드 A는 데이터를 송하지 않으며, 나머지 노

드 B, C, D, E, F는 노드 A를 목 노드로 갖는다. 시뮬

이션에서 데이터 송속도는 1200bps이다. 데이터의 

속도는 1500m/s로 고정된 값을 이용하 으며,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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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AC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채 상에 발생하는 

손실이 없는 이상 인 채 로 간주하 다. 따라서 송

되는 데이터 신호의 거리에 따른 에 지 확산은 무시되

며, 어떠한 치에서도 동일한 수신 워를 갖는 데이

터의 수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캡쳐이펙트

(Capture Effect)[10] 한 무시되며, 다수의 노드로부터 

동시에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 각 데이터를 모두 충돌

로 간주한다.

그림 5, 6의 시뮬 이션에서 데이터 패킷의 크기는 

1000비트이고, RTS와 CTS 패킷은 모두 50비트이다.

그림 5는 각 노드 B, C, D, E, F에서의 데이터 송

지연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 지연시

간을 데이터 패킷이 각 노드의 송 큐의 헤드(Head)에 

그림 4. 시뮬 이션을 한 노드배치

Fig. 4. Node Deployment f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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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각 노드의 치에 따른 데이터 송 지연시간

Fig. 5. Data transmission delay on each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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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노드에서의 송 효율

Fig. 6. Transmission throughput on each node.

치한 시간부터 각 노드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 목 노

드 A에 도착한 시간까지의 시간차로 정의한다. 

시뮬 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2km, 4km 지 의 노드 

B, C에서는 DCT-MAC이 MACA-U에 비하여 약 3%

의 긴 송지연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방법

에서 여러 RTS 패킷을 수신하기 해 PHASE 2에서 

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먼 거리에 배치된 

노드 D, E, F에서는 DCT-MAC의 송 지연시간이 평

균 24.5% 낮아짐을 보여 다. 이러한 상은 제안된 

MAC의 가변 인 RTS 패킷 수신시간과 선택 인 

CTS 패킷 응답으로 DCT-MAC 로토콜에서 먼 거리

에 배치된 노드 D, E, F의 데이터 송기회가 

MACA-U에 비하여 많아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그림 6은 각 노드 B, C, D, E, F에서의 효율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의 효율은 각 소스노드 B, C, D, E, F

가 목 노드 A로 1시간 동안 송한 데이터의 양을 의

미한다. 실험결과 2km, 4km 지 의 노드 B, C에서는 

MACA-U가 DCT-MAC에 비하여 약 5.7%의 높은 성

능을 갖는다. 이는 제안된 방법의 PHASE 2에서 큐 상

태 정보에 따라 RTS 패킷을 선택하고 CTS 패킷을 

송하기 때문에 비록 성공 으로 RTS 패킷을 송하

어도 CTS 패킷을 받지 못해 DATA 패킷을 송할 기

회가 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드 D, E, F에서는 

DCT-MAC의 효율이 MACA-U에 비하여 평균 26.2% 

증가됨을 보여 다. 이러한 상은 제안된 MAC 로

토콜에서는 거리에 따른 송 지연시간이 각 거리와 상

없이 균등한 DATA 패킷의 송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MACA-U에 비하여 목 노드에서 먼 거리에 배치

된 노드들의 성능이 상 으로 향상된다.

그림 7, 8에서는 3000비트와 5000비트 길이의 데이터 

패킷을 이용하여 데이트 패킷의 길이 변화에 따른 각 

노드에서의 네트워크 성능을 찰하 다. 

그림 7에서는 각 노드 B, C, D, E, F에서의 패킷 길

이에 따른 송 지연시간을 보여 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7과 같이 DCT-MAC이 MACA-U에 비하여 먼 

거리를 갖는 노드에서의 송 지연속도가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패킷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달 지연시간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각 노드 B, C, D, E, F에서의 패킷 길

이에 따른 효율을 보여 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8와 

같이 DCT-MAC이 MACA-U에 비하여 먼 거리를 갖

는 노드에서의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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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이터 길이에 따른 지연시간

Fig. 7. Transmission delay on each packe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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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데이터 길이에 따른 송 효율

Fig. 8. Transmission throughput on each packe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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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패킷 길이에 따른 네트워크 효율

Fig. 9. Network throughput vs packet length.

그림 9에서는 패킷 길이에 따른 네트워크 효율을 보

여 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율은 노드 A에서 노드 

B, C, D, E, F가 송한 데이터의 시간당 수신량을 의

미한다. 실험에 이용된 송 속도와 제어 패킷의 길이

는 앞선 시뮬 이션의 조건과 동일하며 이용되는 데이

터 패킷의 길이는 1000 ～ 5000비트 길이를 갖는다. 결

과를 살펴보면 DCT-MAC이 MACA-U에 비하여 평균 

8.4%의 네트워크 성능 하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상은 RTS 패킷의 수신 기시간이 확장됨에 따

라 각 노드가 갖는 송 지연시간이 늘어남으로써 발생

하는 상이다. 

DCT-MAC은 앞선 그림 5, 6, 7, 8의 시뮬 이션 결

과와 같이 각 노드의 치에 따라 각 노드가 갖는 데이

터 달 지연시간과 네트워크의 효율이 MACA-U에 비

하여 비교 으로 균등한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각 노드의 치에 따른 송 불공평성 문

제가 MACA-U에 비하여 매우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그림 9의 결과와 같이 확장된 RTS 패킷 

수신 기시간에 의해 체 인 네트워크의 효율이 일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목 노드로부터 소스노드까지의 배치 

거리에 따른 각 노드간의 송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수  센서네트워크를 한 DCT-MAC 로토

콜을 제안하 다. 제안된 MAC 로토콜은 기존 제안

된 비동기식 MAC 로토콜과 달리 RTS 패킷의 수신 

후 즉시 CTS 패킷을 송하지 않고, RTS 패킷을 송

한 노드의 배치거리 보다 먼 거리에 배치된 노드들의 

송 큐의 상태에 따라 확장된 RTS 패킷 수신 기시간

을 갖는다. 확장된 수신 기시간동안 수신된 다수의 

RTS 패킷  큐의 길이가 가장 큰 노드가 송한 RTS 

패킷에 하여 선택 으로 CTS 패킷을 송함으로써 

노드 배치 거리에 따른 송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

다. 그러나 확장된 RTS 수신 기시간으로 인하여 네트

워크 효율이 일부 감소하는 상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향후 본 논문의 연구를 확장하여 네트워크 성능의 

감소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송 불공평성문제가 해결

이 가능한 MAC 로토콜에 한 연구에 하여 지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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