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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sign method to extend certain cognitive radio (CR) MAC protocols originally proposed only for the one 

hop applications in distributed CR networks to MANET routing protocols. Among several CR MAC protocols, the opportunistic MAC 

(called O-MAC) and the opportunistic period MAC (called OP-MAC) are considered, and AODV as MANET routing protocol is used. We 

implement the protocols using OPNET network simulator, and compare the performances in both MAC and AODV routing environments. 

With the experiments,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C and routing performances of the CR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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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분산 무선인지 네트워크 환경에서 단일 홉 용을 하여 제안된 CR MAC 로토콜들을 MANET 라우  로토콜에 용

하기 한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고려하는 CR MAC 로토콜들은 Opportunistic MAC (O-MAC)과 Opportunistic Periodic MAC (OP-MAC)

이고, MANET 라우  로토콜로서는 AODV를 사용한다. 이들은 OPNET을 사용하여 구 하 으며, O-MAC과 OP-MAC의 MAC 환경에서

의 성능과 AODV를 용하 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단일 홉의 DCRN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성

능과 AODV 용시의 성능의 계를 분석한다.

키워드 : 무선 인지, 애드혹 네트워크, MAC 로토콜, 라우  로토콜, OPNET

1. 서  론1) 

최근 한정된 스펙트럼 자원에 한 무선기기들의 요구도 

증가하여 한정된 스펙트럼 자원의 부족 문제로 인해 스펙트

럼 사용의 효율성을 증 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FCC는 상용 무선 네트워크의 스펙트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특정 스펙트럼에 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기기들이 해당 스펙트럼에 한 사용을 승인했다[1].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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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스펙트럼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 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으로 동  스펙트

럼 근(Dynamic Spectrum Access, DSA) 기술로서 무선 

인지(Cognitive Radio, CR) 기술이 제안되었다[2]. 무선인지 

기술은 스펙트럼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부사용자(Secondary 

User, SU)들이 사용이 허가된 주사용자(Primary User, PU)

가 스펙트럼을 사용하지 않을 때를 센싱하고 주사용자의 통

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것이다.

분산 인지 무선망(distributed CR network, DCRN)은 

앙 제어 장치의 어떠한 지원이나 리 없이 부사용자들이 

스스로 무선인지 네트워크 내의 주사용자 상태를 센싱하고,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해 

DCRN 내의 부사용자들은 개 부사용자들에게만 사용이 

인가된 공용 제어 채 (Common Control Channel, CCC)을 

KIPS Tr. Comp. and Comm. Sys.
Vol.3, No.4  pp.97~106  pISSN: 2287-5891 http://dx.doi.org/10.3745/KTCCS.2014.3.4.97



98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통신 시스템 제3권 제4호(2014. 4)

사용한다. 다수의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이 DCRN 환경

을 기반으로 연구되었다[3]-[10]. 이들 무선인지 MAC 로

토콜들은 단일 홉의 DCRN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멀티홉 

환경에서의 효과성에 하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DCRN 환경에서 단일 홉 용을 하여 제안

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을 MANET 라우  로토콜에 

용하기 한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여기에서 고려하는 무선

인지 MAC 로토콜들은 Opportunistic MAC (O-MAC)[5]과 

Opportunistic Periodic MAC (OP-MAC)[7]이고, MANET 

라우  로토콜로서는 AODV를 사용한다. 라우  로토

콜 설계는 이들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구조를 기반으

로 AODV의 제어 메시지가 효율 으로 교환되어 경로를 설

정하고, 이로부터 멀티홉 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

다. 구 을 하여 OPNET 시뮬 이터를 사용하 으며, 

O-MAC과 OP-MAC의 MAC 환경에서의 성능과 AODV를 

용하 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단일 홉의 

DCRN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성능과 AODV 용시의 성능의 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DCRN에서의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에 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이들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을 확

장하여 AODV 라우  로토콜과 연계 용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AODV를 용한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DCRN 환경에서 제안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

DCRN에서의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은 CCC의 존재 

유무와 부사용자가 장착한 트랜시버(transceiver)의 개수가 

네트워크 성능에 향을 주는 요한 요소이다. CCC는 센

싱 정보 교환  공유와 같은 력  스펙트럼 센싱 기법

과 사용할 주사용자 채 의 선택 등의 제어 시그 링 

(Control Signaling) 동작들을 효과 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 부사용자들이 다  트랜시버를 장착하면 CCC를 통한 

제어 시그 링과 주사용자 채 을 통한 데이터 통신의 동

시 수행이 가능하다. Table 1은 DCRN 환경을 기반으로 제

안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의 특징들을 요약하여 정리

한 것이다.

앞서 언 하 듯이, 부사용자들을 리하는 앙 제어 장

치가 존재하지 않는 DCRN 환경에서 무선인지 MAC 로

토콜들은 제어 시그 링을 통한 주사용자 채  센싱 결과 

교환, 사용할 주사용자 채  상  선택, 시간 동기화 작

업들을 부사용자들이 서로 유기 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

한 작업들이 CCC를 통해 수행되면, 부사용자들이 CCC를 

모니터링 하여 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1][12]. 

DCRN에서는 제어 시그 링  데이터 송의 병렬  수행

을 통하여 스펙트럼 자원 사용에 한 효율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단일 트랜시버보다 두 개 이상의 다  트랜스시버가 

CCC 사용 환경에서는 더 유리하다.

CR MAC 

Protocols

CCC 

특징

트랜시버 

개수

력 

감지

트랜시버 

동시사용

DCS-MAC [3] 용 2 O X

SCA-MAC [4] 용 2 O X

O-MAC [5] 용 2 O O

OMC-MAC [6] 용 1 O X

OP-MAC [7] 동 1 O X

MMAC-CR [8] 용 2 O X

N-MAC [9] 용 2 O X

P-MAC [10] 용 2 O X

Table 1. Classification of CR MAC Protocols in DCRN

2.2 Opportunistic MAC 로토콜 (O-MAC)

O-MAC 로토콜 [5]은 단일 홉의 DCRN 환경을 기반으

로 설계되었다. O-MAC 로토콜이 동작되는 DCRN 환경은 

주사용자에게 사용이 인가된 Nc개의 주사용자 채 과 하나

의 CCC가 존재한다. O-MAC 로토콜은 모든 부사용자들이 

두 개의 반 이  트랜시버를 장착하도록 설계된다. 두 개의 

트랜시버  하나는 제어 트랜시버(Control Transceiver)로 

불리며 항상 무선인지 네트워크 내의 용 CCC에 맞춰져 

CCC 상의 제어 패킷들을 송수신하고, CCC의 반송  감지

기능을 수행한다.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트랜시버(Data 

Transceiver)로 단일 홉의 DCRN 환경에 존재하는 주사용

자 채 들에 동 으로 맞춰지며 주사용자 채  센싱  주

사용자 채  상으로의 데이터 송 기능을 수행한다. CCC

를 포함하는 O-MAC 로토콜의 모든 채 들의 시간은 

Fig. 1과 같이 동일한 간격을 갖는 타임슬롯으로 나눠진다. 

특히, O-MAC 로토콜의 CCC 타임슬롯은 리포트 단계

(reporting phase)와 상 단계(negotiating phase)로 다시 

한 번 나눠지며, 리포트 단계는 다시 주사용자 채 의 개

수인 Nc의 미니슬롯으로 구성된다. 

Fig. 1. O-MAC Protoco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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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C 로토콜의 부사용자들은 리포트 단계 시작 부

분에서 Nc개의 주사용자 채 들 에서 센싱한 주사용자 

채 을 하나를 선택 후 데이터 트랜시버를 사용하여 해당 

주사용자 채 을 센싱한다. 센싱한 주사용자 채 의 상태는 

busy와 idle로 나뉜다. 자신이 센싱한 주사용자 채 이 idle 

상태일 때, 리포트 단계 내의 미니슬롯에서 해당 주사용자 

채 의 정보를 비콘 메시지로 다른 부사용자들에게 알린다. 

이때, 부사용자들이 송하는 비콘 메시지는 주사용자 채

에 응되는 미니슬롯을 통해 송된다. 를 들어, 어느 부

사용자가 2번 주사용자 채 을 센싱하고 이 채 의 상태가 

idle이면, 부사용자는 리포트 단계 내의 2번째 미니슬롯에서 

비콘 메시지를 송한다. 

리포트 단계를 통해 idle 상태의 주사용자 채  정보를 보

고 받은 부사용자들은, 상 단계를 통해 보고 받은 idle 상

태의 주사용자 채  사용을 다른 부사용자들과 상한다. 

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채  사용의 상은 RTS와 CTS 

패킷을 사용하는 p-persistent CSMA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데이터 송을 원하는 부사용자는 먼  DIFS 시간 동안 

기한다. 그 후, 0과 1 사이에서 값을 임의로 뽑은 p 확률에 

따라 RTS 패킷을 송한다. RTS 패킷을 보낸 부사용자가 

CTS 패킷을 성공 으로 수신하면, 바로 다음 타임슬롯에서 

가용한 주사용자 채 들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한다. 다

시 말해, RTS-CTS 패킷의 교환으로 주사용자 채 들을 

약한 타임슬롯에서 즉시 데이터를 송하지 않고, 바로 다

음 타임슬롯에서 송하게 된다.

2.3 Opportunistic Periodic MAC 로토콜 (OP-MAC)

OP-MAC 로토콜 [7]은 O-MAC 로토콜과 마찬가지로 단

일 홉의 DCRN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OP-MAC 

로토콜은 O-MAC 로토콜과 달리 부사용자에게 인가된 

CCC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Nc개의 주사용자 채 이 존

재하는 DCRN 환경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부사용자들 간의 

제어 시그 링 동작은 주사용자 채   하나를 제어 채 로 

선택하는 동  CCC 방법을 사용한다. OP-MAC 로토콜의 

모든 부사용자들은 하나의 반 이  트랜시버를 장착한다. 

이 트랜시버를 통해 주사용자 채 을 센싱하거나, 제어 시

그 링, 데이터 송 기능을 수행한다. OP-MAC 로토콜

은 개의 주사용자 채 의 시간을 Fig. 2와 같이 동일한 길

이의 MAC period로 나 다. 하나의 MAC 주기는 네트워크 

센싱 단계(network sensing phase), 네트워크 리포트 단계 

(network reporting phase), 송 약 단계(transmission 

reservation phase), 데이터 송 단계(data transmission 

phase)로 나뉜다. 

OP-MAC 로토콜의 네트워크 센싱 단계는 부사용자들

이 단일 트랜시버를 통해 주사용자 채 들을 센싱 하도록 

설계된다. 미리 지정된 부사용자들은 네트워크 센싱 단계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고정으로 할당된 주사용자 채 을 센

싱 하여 해당 주사용자 채 의 상태가 idle 상태인지, busy 

상태인지를 알아낸다. 채  센싱을 마친 부사용자들은 망 

리포트 단계를 통해 해당 주사용자 채 의 상태를 다른 부

사용자들에게 보고한다. OP-MAC 로토콜의 망리포트 단

계는 주사용자 채 의 개수와 동일한 Nc개의 미니슬롯으로 

구성되며 각 미니슬롯은 앞서 설명한 O-MAC 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주사용자 채 과 응된다. 즉, 망 리포트 단계 

내의 1번 미니슬롯은 주사용자 채  1번과 응된다. 만약 

네트워크 센싱 단계를 통해 센싱한 주사용자 채 의 상태가 

idle이면, 주사용자 채  번호에 응되는 미니슬롯에서 비

콘 메시지 통해 해당 채 의 정보를 다른 부사용자들에게 

알린다. 반 로, 주사용자 채 의 상태가 busy이면, 비콘 메

시지를 송하지 않는다.

Fig. 2. OP-MAC Protocol Structure

이와 같은 과정으로 네트워크 리포트 단계 종료 후에, 부

사용자들은 idle 상태의 가용한 주사용자 채 들의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OP-MAC 로토콜의 송 약 단계에서

는 다른 부사용자들과 경쟁하여 가용한 주사용자 채 들의 

사용을 약하는 동작이 이루어진다. 송 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채  사용 경쟁은 backoff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IEEE 802.11 DCF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데이터 

송을 원하는 부사용자들은 임의의 backoff 시간을 기다린 

후, RTS 패킷을 목 지 부사용자에게 송한다. 목 지 부

사용자로부터 RTS 패킷에 한 응답인 CTS 패킷을 성공

으로 수신한 소스 부사용자는 바로 이어지는 데이터 송 

단계에서 가용한 주사용자 채 들을 사용하여 목 지 부사

용자에게 데이터를 송한다. 이 경우, 앞서 설명된 O-MAC 

로토콜과 달리 다음 MAC period에서 데이터를 송하는 

것이 아니라 채  약이 이 진 MAC period와 동일한 

MAC period의 데이터 송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3.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의 AODV 라우  

로토콜 용

DCRN에서 소스 부사용자와 목 지 부사용자 간의 경로

는 단일 홉 내에서 동일한 주사용자 채 로 구성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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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홉별로 사용이 가능한 스펙트럼에 따라 각기 다른 채 로 

구성된 다  홉으로 구성될 수 있다. 다  홉 경로인 경우, 

각 홉내의 주사용자 활동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각 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사용자 채 이 다르다. 그 기 때문에 동

으로 변환되는 소스 부사용자와 목 지 부사용자 간의 경

로 탐색을 한 라우  알고리즘이 요하다. 주사용자의 활

동으로 인해 부사용자가 채 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부사

용자는 주사용자 트래픽의 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역으

로 경로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경로에 포함되어 있던 사용 

가능한 채 의 목록  다른 채 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는 종단 간 지연 시간과 채  변경 지연을 증가시키고, 

경로의 길이가 길어지는 등 네트워크의 성능 하가 발생하

게 된다. 그러므로 DCRN에서는 스펙트럼 할당과 라우  

로토콜 사이에 긴 한 력이 요구된다[13]. 본 논문에서는 

3장에서 설명된 O-MAC 로토콜  OP-MAC 로토콜과 

같이 단일 홉의 DCRN에서 CCC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무선

인지 MAC 로토콜들에 MANET 라우  로토콜  하

나인 Ad-hoc On-demand Distance Vector(AODV)를 용

하여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이 다  홉에서도 통신

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한다.

다  홉의 DCRN은 부사용자들이 앙 제어장치 없이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노드 간 애드 혹 방식의 통신을 하는 

일반 인 다  홉의 MANET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다

 홉 DCRN의 라우 을 해 MANET 라우  로토콜을 

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MANET 라우  로토콜은 모든 

노드들에 해 라우  경로 정보를 갖고 있는 Proactive 라

우  로토콜 방식(ex. DSDV, WRP, OLSR)과 필요 시에

만 경로 정보를 생성하는 Reactive 라우  로토콜 방식

( 를 들어, AODV, DSR, TORA), 이들을 혼합한 Hybrid 

라우  로토콜 방식( 를 들어, ZRP)이 존재한다.

이 MANET 라우  로토콜  AODV는 DSDV와 

DSR을 개선한 방식이며, 경로를 동 으로 바꾸는 데 용이한 

Reactive 라우  로토콜이다. 특히, 다른 라우  알고리즘

에 비해 지연시간  라우 에 의한 오버헤드, 메모리 사

용량이 은 이 이 있다[14][15]. 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수의 무선인지 라우  로토콜들은 AODV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3.1 문제 정의  해결 방안

앞 장에서 언 했듯이, DCRN 환경에서 MAC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를 해 CCC를 사용하는 무선인지 MAC 로토

콜들에 MANET 라우  로토콜인 AODV를 용하기 해

서는 설계된 MAC 로토콜에서의 RREQ 와 RREP, RERR 

같은 라우  제어 메시지를 송 방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를 한 사용되는 기

존의 CCC 상으로만 라우  제어 메시지를 송 할 경우, 이

미 무선인지 MAC 제어 메시지로 거의 포화된 CCC의 혼잡

을 증가시키며 CCC의 부하를 더욱 증가시켜 무선인지 MAC 

제어 메시지와 라우  제어 메시지 모두 제 로 송하지 못

하여 성능이 하되는 치명 인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라우  제어 메시지의 송 방법은  방법을 제

외한 1) 주사용자 채 을 통한 라우  제어 메시지 송 방

법과 2)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제어 시그 링을 한 

기존 CCC와는 다른 라우  제어 패킷만을 한 용 제어 

채 을 사용한 송 방법, 3) 주사용자 채 과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를 한 CCC를 동시에 활용

한 송 방법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방법 1)의 경우, 부사용자들은 라우  경로 설정을 한 

RREQ-RREP 메시지 교환을 해 각 홉 내 idle 상태의 가

용한 주사용자 채 들 에서 하나의 주사용자 채 을 선택 

후 해당 채 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RREQ-RREP 메시지 

교환 시 가용한 주사용자 채 을 사용하지 못하여 무선인지 

네트워크 체의 성능을 하시킨다. 한 주사용자 채  

선택을 한 추가 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된 

PO-MAC 로토콜과 같이 채 의 시간을 타임슬롯으로 나

어 동작하는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의 경우에 데이터

를 송할 수 있는 하나의 슬롯을 RREQ나 RREP를 송하

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사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인다.

방법 2)의 경우, 기존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를 한 CCC와 다른 라우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

를 한 제어 채 을 추가하여 해당 채 로 RREQ-RREP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제한된 스펙트럼에서 

하나의 채 을 오직 RREQ-RREP 메시지 교환만을 한 제

어 채 로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자원 낭비를 

래한다. AODV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할 때 RREQ-RREP 

메시지가 교환되기 때문에 용 제어 채 의 효율성이 기존 

MAC 제어 메시지를 한 CCC보다 낮다. 게다가 이 채

을 한 용 트랜시버가 요구되어 노드 구성 비용  복잡

도의 증가를 유발한다.

방법 3)의 경우, MAC 제어 메시지 교환을 한 기존 

CCC  주사용자 채 을 동시에 사용하여 RREQ-RREP 메

시지를 교환한다. 일반 인 AODV 방식에서 RREQ는 로

드캐스트 되기 때문에 다  채  환경에서 채  변경 없이 

모든 부사용자들이 RREQ를 즉시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

어야 한다. RREP는 RREQ와는 달리 로드캐스트가 아닌 

유니캐스트로 다른 부사용자들과 충돌 없이 경로에 존재하

는 부사용자에게 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RREQ는 무선인

지 MAC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RTS와 CTS 같은 제어 메

시지와 같이 기존 CCC를 통해 다른 부사용자들에게 로드

캐스트되고 RREP는 무선인지 MAC 로토콜에서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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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uting Message Delivery Extension in OP-MAC Protocol

송되는 것과 같이 가용한 주사용자 채 을 통해 송된

다. 특히, RREQ는 RTS 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로드캐

스트된다. 

이 방법은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와 라

우  제어 메시지가 서로 충돌 없이 CCC를 공유하기 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 부사용자가 단일 트랜시버를 

장착한 경우 RREQ-RREP 메시지 교환을 한 채  변경 

시간이 추가로 소모되는 단 이 있다. 하지만 별도의 과정 

없이 기존 CCC 상으로 RREQ를 로드캐스트 하기 때문에 

방법 1)에 비해 RREQ 송수신을 한 추가 인 기능이 필요 

없다. 이를 통해 RREQ 송 시간이 단축되어 경로 설정을 

한 오버헤드를 일 수 있다. 특히, 타임슬롯 기반으로 동

작되는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에게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타임슬롯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자원 낭비를 인다. 

방법 2)에 비해 추가 인 제어 채  할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펙트럼 자원의 낭비를 유발하지 않는다. 한 이

와 함께 추가로 요구되는 트랜시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 구성 비용  복잡도 증가를 방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법 3)을 사용하여 무선인지 네트워크 상

으로 로드캐스트 되는 RREQ 메시지는 기존 CCC에서, 유

니캐스트되는 RREP 메시지는 데이터 송 방법과 같이 가

용한 주사용자 채 을 통해 송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3.2 O-MAC의 AODV 용

앞선 에서 설명하 듯이, 무선인지 MAC 로토콜을 

기반으로 용된 일반 인 MANET 라우  로토콜을 

해 라우  제어 메시지는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제어 

메시지를 한 CCC와 주사용자 채 을 같이 사용하며 송

된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 우리는 O-MAC 로토콜에 

AODV를 용하기 해 Fig. 3과 같은 방법으로 RREQ 패

킷과 RREP  RERR 패킷의 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Fig. 3. Routing Message Delivery Extension in O-MAC Protocol

O-MAC 로토콜에서 경로를 찾기 해 RREQ 패킷을 

송하기 원하는 부사용자는 CCC를 통해 RREQ 패킷을 다

른 부사용자들에게 로드캐스트한다. 하지만, CCC를 통해 

RREQ를 송할 때 리포트 단계에서 송되는 것을 방지해

야 한다. 만약 센싱한 주사용자 채 의 상태가 교환되는 리

포트 단계에서 송 된다면, 비콘 메시지와의 충돌이 일어

나 RREQ 패킷과 비콘 메시지 모두 송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O-MAC 로토콜에서 RREQ 메

시지는 상 단계에서 송되어야 한다. 특별한 추가 설계 없

이 AODV를 용하기 해서, RREQ 패킷은 기존 O-MAC 

로토콜의 상 단계에서 교환되는 RTS  CTS 메시지

와 같은 방법인 p-persistent CSMA를 사용하여 송된다. 

RREQ 패킷과는 달리, RREP 패킷과 RERR 패킷은 로드

캐스트가 아닌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지정된 부사용

자에게 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라우  제어 메시지들

은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주사용자 채 을 통해 송된다. 

이때, 데이터 패킷과 같이 상 단계에서 RTS-CTS 교환으

로 사용권을 약한 뒤, 다음 타임슬롯에서 송된다. 이와 

같이 RREQ 패킷과 RREP, RERR 패킷은 무선인지 MAC 계

층에서 송돼야 할 채 로 분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MAC 

계층에서는 IP 계층에서 내려오는 패킷의 종류를 제 로 

악 할 수 없다. 이를 해 O-MAC 로토콜 환경에서 무선

인지 MAC 계층으로 내려오는 패킷의 목 지 주소가 로

드캐스트 주소인 경우에는 CCC를 통해 송하도록 설계하

고, 하나의 특정 노드로 향하는 유니캐스트 주소인 경우에

는 주사용자 채 을 사용하여 송되도록 설계한다.

3.3 OP-MAC 로토콜에 AODV 용

O-MAC 로토콜과 마찬가지로, OP-MAC 로토콜에서 

경로를 찾기 해 RREQ 패킷을 송하기 원하는 부사용자

는 CCC를 통해 RREQ 패킷을 다른 부사용자들에게 로드

캐스트한다. 하지만 O-MAC 로토콜과 달리, OP-MAC 

로토콜은 용 CCC가 아닌 주사용자 채 을 제어 채 로 

사용하는 동  CCC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간을 나 어서 라

우  제어 메시지가 송된다. OP-MAC 로토콜의 경우, 

CCC를 통해 RREQ를 송할 때는 네트워크 센싱 단계와 

네트워크 리포트 단계에서 송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OP-MAC 로토콜에서의 RREQ 패킷은 Fig. 4와 

같이 제어 채 로 설정된 주사용자 채  상으로 RTS-CTS

가 교환되는 송 약 단계를 통해 송되어야 한다. O-MAC 

로토콜과 같이, 특별한 추가 설계 없이 AODV를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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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서, RREQ 패킷은 기존 OP-MAC 로토콜의 송 

약 단계에서 교환되는 RTS  CTS 메시지와 같은 방법

인 IEEE 802.11 방식을 사용하여 송된다. 즉, RREQ 패킷

을 송할 부사용자는 다른 부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임의의 

backoff 시간을 기다린 후, 경쟁에서 이기면 RREQ 패킷을 

로드캐스트하게 된다. 

유니캐스트로 송되는 RREP 패킷과 RERR 패킷은 일반

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송 약 단계에서 RTS-CTS의 

교환으로 인한 주사용자 채 의 사용권 획득 후에 데이터 

송 단계를 통해 송된다. OP-MAC 로토콜도 O-MAC 

로토콜과 마찬가지로 무선인지 MAC 계층으로 내려오는 패

킷의 목 지 주소가 로드캐스트 주소인 경우, 주사용자 

채 이 제어 채 로 설정된 송 약 단계 통해 RTS 패킷

과 경쟁하여 송하도록 설계하고, 하나의 특정 노드로 향

하는 유니캐스트 주소인 경우에는 일반 인 데이터 패킷과 

같이 사용권 경쟁  약 후에 주사용자 채 을 사용하여 

송되도록 설계한다.

4. 성능 평가

4.1 실험 환경

실험을 하여, 네트워크 시뮬 이터인 OPNET [16]을 

사용하여  두 개의 무선인지 MAC 로토콜을 구 하

고, 구 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 에 AODV를 확장 

용 구 하 다. 한, 실험을 해 사용되는 각 주사용자 

채  내의 주사용자 트래픽은 Markov Chain ON/OFF 모델 

[17]을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실험에 사용되는 O-MAC 

로토콜과 OP-MAC 로토콜의 공통 인 환경은 다음 Table 

2와 같다. 각 주사용자 채 의 송률은 1Mbps이고, 데이터 

패킷의 크기는 O-MAC 로토콜은 IEEE 802.11 표  [18]

과 같이 2304 bytes로 설정하고, 이에 맞도록 타임슬롯의 길

이를 20ms로 설정한다. 일 성을 해, OP-MAC 로토콜의 

MAC period도 20ms으로 설정하 다. 하지만, OP-MAC 로

토콜은 O-MAC 로토콜과 달리 데이터 송이 체 MAC 

period 구간이 아닌 오직 데이터 송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O-MAC 로토콜보다 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이 다. 따라서, OP-MAC 로토콜에서 송할 수 있는 

최  데이터의 크기는 2,000 bytes로 제한하 다. 특히, 

O-MAC 로토콜의 리포트 단계의 경우, [5]에서 제안된 두 

가지의 채  센싱 정책 (RSP, NSP)을 각각 사용하여 센싱

할 주사용자 채 을 선택하도록 하 고, 상 단계에서 

RTS 패킷을 송하는 데 사용되는 확률인 p 값은 각각 [5]

에서 사용된 0.01과 부사용자의 개수를 균등분포분산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하 다.

시뮬 이션 매개 변수 변수 값

주사용자 채 의 개수(Nc) 5

타임슬롯 길이(Nts) 20ms

미니슬롯 길이(Nms) 20μs

RTS 패킷 크기 20 bytes

CTS 패킷 크기 14 bytes

DIFS 시간 간격 50μs

SIFS 시간 간격 10μs

Table 2. Experiment Parameters

AODV 용 후 O-MAC 로토콜과 OP-MAC 로토콜

의 성능 비교 실험을 해 소스 노드와 목 지 노드가 하나 

씩 있는 단일 flow 트래픽이 발생하도록 설정하고, 소스 노

드와 목 지 노드 간의 홉 수를 증가하며 이에 따른 평균 

트래픽 처리율을 측정하 다. 이를 해 소스 부사용자가 

송할 데이터가 항상 존재하는 포화된 무선인지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 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의 고려를 해 

데이터 송은 다수의 주사용자 채 을 동시에 사용하는 

Channel bonding/aggregation 방법이 아닌 하나의 주사용자 

채 만을 통해서 송하도록 수정하 다[6]. 즉, 하나의 부사

용자는 하나의 주사용자 채 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정하고 성능을 측정하 다.

4.2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성능 실험 결과

Fig. 5의 (a)와 (b)는 각각 주사용자 채 이 5개인 단일 

홉의 DCRN 환경에서 통신하는 부사용자 의 개수가 5개, 

10개일 때 통합 처리율의 성능을 나타내고, Fig. 6의 (a)와 

(b)는 동일한 환경에서의 평균 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이 그

림들을 종합하여, OP-MAC 로토콜이 O-MAC 로토콜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 하 듯이, O-MAC 로토콜은 두 개의 반 이

 트랜시버를 활용하여 제어 시그 링과 데이터 통신을 동

시에 수행하여 스펙트럼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O-MAC 로토콜의 상 단계에서 

p-persistent CSMA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RTS-CTS 교환

이 비효율 이기 때문에, 가용한 주사용자 채 이 존재하여

도 사용에 한 상이 성공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O-MAC 로토콜의 상 

단계에서 사용되는 p-persistent CSMA의 p 값을 달리한 실

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 값이 소스 부사용자에 균등분

산분포를 갖는 경우, [5]에서 사용된 0.01의 p 값보다 높은 

처리율을 보이며 동시에 낮은 지연 시간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채  센싱 정책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SP 방법은 매 타임슬롯마다 센싱할 주사

용자 채 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부사용

자와의 복 문제  효과 으로 idle  상태의 주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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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SU pairs= 5

(b) Number of SU pairs= 7

Fig. 5. Aggregate Throughput Performance in Single hop 

Environment

(a) Number of SU pairs= 5

(b) Number of SU pairs= 7

Fig. 6. Average Delay Performance in Single hop 

Environment

채 을 센싱 할 수 없는 단 이 존재한다. 반면에 NSP 방

법은 상 단계에서 송되는 RTS와 CTS 패킷에 자신이 

센싱한 주사용자 채 의 정보가 포함되어 주사용자 채  센

싱의 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RSP 방법보다 NSP 

방법이 보다 효과 으로 idle 상태의 주사용자 채 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OP-MAC 로토콜은 하드웨어 인 한계로 제어 시그

링과 데이터 통신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

일한 길이의 타임슬롯 동안 송할 수 있는 최  데이터량

이 다. 하지만 송 약 단계에서 IEEE 802.11 DCF 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가용한 주사용자 채 에 

한 사용권 약이 O-MAC 로토콜의 사용권 약보다 

효율 으로 이루어지므로 보다 통합 처리율과 지연 시간에

서 나은 성능을 보인다.

4.3 AODV 용 성능 실험 결과

여기에서는 O-MAC 로토콜  OP-MAC 로토콜에 

AODV 라우  로토콜을 용하 을 때, 이들 무선인지 

로토콜들이 네트워크 운용 성능에 어떤 향을 보여주는

지를 실험을 통하여 보인다. 실험은 주사용자 채 이 5개인 

DCRN 환경에서 통신하는 10개의 부사용자가 5개의 을 

이루어 통신하는 상황을 고려하 다. 이때, AODV 라우  

경로 설정을 하여 RREQ 메시지를 송하는 부사용자의 

수를 추가로 증가시켜 가면서, 통신 인 이들 부사용자 

의 통합 처리율을 구하 다. 

Fig. 7 (a)와 (b)는 각각 O-MAC과 OP-MAC이 용된 

경우에, 주사용자의 사용율의 변화와 RREQ 메시지를 발생

시키는 추가 부사용자 (RREQ 부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른 

통신 인 부사용자 의 통합 처리율을 보여 다. RREQ 부

사용자수가 0인 경우는 AODV 라우  경로 설정이 진행되

(a) O-MAC

(b) OP-MAC

Fig. 7. Aggregate Throughput Reduction Effect when the 

Number of RREQ SUs is Increased (Number of 

Communicating SU Pairs=5, Number of PU channel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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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상태 (즉, 일반 인 무선인지 통신 상태)에서 구해

지는 통합 처리율을 의미한다. Fig. 7 (a)와 (b)에서 보듯이 

RREQ 부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즉, AODV 라우  경로

설정을 요구하는 부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통합처리율이 

감소하게 됨을 볼 수 있다.

Fig. 7에서 RREQ 부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통합 처리

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RREQ 부사용자가 

RREQ 메시지를 송하면, AODV 로토콜에 따라 DCRN 

내의 모든 통신 인 부사용자와 다른 RREQ 부사용자들은 

RREQ 메시지를 다시 로드캐스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 인 부사용자들의 송 기회는 감소하게 되어, 통합 

처리율이 감소하게 된다. Fig. 8은 주사용자 사용률이 0.4인 

경우에 RREQ 부사용자 증가에 따라 O-MAC과 OP-MAC

의 통합 처리율 성능을 비교하여 보여 다. Fig. 8에서 분석

은 참고문헌 [5]와 [7]의 O-MAC과 OP-MAC에서 제시한 

식을 근거로 구한 것이고, 시뮬 이션은 이를 본 논문에서 

구 한 시뮬 이션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다. 앞서

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Fig. 8에서도 RREQ 부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통합 처리율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 경우에도 OP-MAC의 통합처리율 성능이 O-MAC의 경

우보다 더 좋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의 실험결과에서 

설명한 이유와 동일하다.

Fig. 8. Comparison of Aggregate Throughput Reduction 

Effects between O-MAC and OP-MAC (Number of 

Communicating SU Pairs=5, Number of PU channels=5, 

PU Utilization=0.4)

Fig. 9는 주사용자 채 에서의 주사용자 사용률이 0.1, 0.5, 

0.9일 때, 소스 부사용자 노드와 목 지 부사용자 노드 사이

의 홉 수에 따른 데이터 처리율에 해 O-MAC 로토콜과 

OP-MAC 로토콜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앞선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만의 성능 비교와 마찬가지로 OP-MAC 

로토콜에 AODV를 용한 경우, 트래픽 처리율이 O-MAC 

로토콜에 AODV를 용했을 때보다 높다. 그 이유로는 

앞선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성능 비교와 마찬가지로 

첫째, OP-MAC 로토콜은 O-MAC 로토콜과 달리 네트

워크 리포트 단계에서 다른 부사용자들과의 충돌 없이 idle 

상태의 주사용자 채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사

용할 수 있는 주사용자 채 의 증가를 의미한다. 둘째, 

OP-MAC 로토콜의 송 약 단계에서는 O-MAC 로

토콜의 상 단계에서 사용하는 p-persistent CSMA 신 

IEEE 802.11 DCF와 유사한 백오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주

사용자 채 에 한 사용권을 약하는 데 이는 부사용자의 

수에 크게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율 으로 사용권 

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경로 탐색을 

해 사용되는 RREQ  RREP 메시지 교환이 O-MAC 

로토콜보다 OP-MAC 로토콜에서 효율 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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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roughput Performance Varying PU Utilization and 

Hop Counts

이 실험 결과로 단일 홉 내에서 무선인지 MAC 로토콜

들의 성능이 다  홉을 한 라우  로토콜을 용하 을 

때도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이 무선인지 네트워크의 단일 홉 환경에 맞게 설계

되었고,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 상에서 운용되는 라우  

로토콜도 무선인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인 AODV

이기 때문에 무선인지 네트워크의 다  홉 환경에 합하지 

않아 홉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실험에 사용된 일반 인 AODV를 무선인지 

환경에 합하도록 수정하거나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을 

기존보다 다  홉 환경에 맞도록 수정한다면 재 실험 결과

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무선인지는 부사용자들이 주사용자에게 인가된 채 에 

해 주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재

의 스펙트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무선 자원 사용의 효율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망한 차세  무선 통신 기술이

다. 본 논문에서는 앙 제어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DCRN 

환경에서 기존에 제안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을 소개하며 

이들  O-MAC 로토콜과 OP-MAC 로토콜을 O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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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험하여 성능을 비교하 다. 한 이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에 일반 인 MANET 라우  로토콜인 AODV

를 용할 때의 고려 사항  해결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O-MAC 로토콜과 OP-MAC 로토콜에서의 

AODV 용을 한 설계 방법을 제시하 다. 한,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단일 홉의 DCRN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무선인지 MAC 로토콜과 MANET 라우  로토

콜 용의 성능 측정  평가를 해,  무선인지 MAC 

로토콜들과 AODV 라우  로토콜 용 후, 실험을 통해 성

능을 측정하여 어느 무선인지 MAC 로토콜이 더 나은 성

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 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무선인지 

MAC 로토콜의 성능이 AODV 용하 을 때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에 무선인지 라우  로토콜과 

동시에 무선인지 MAC 로토콜을 고려한 cross-layer 로

토콜의 설계로 단일 홉과 다  홉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

는 로토콜의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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