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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매체 접속 제어 

프로토콜 연구 동향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수중 통신을 위한 매체 접속 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소개

한다. 먼저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UWASN)와 수중 음향 채널의 특성을 소개

하고 이로 인한 수중 MAC 프로토콜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MAC 프로토콜을 크게 비경쟁

(contention-free) 기반과 경쟁 기반(contention-based) 프로

토콜로 나누어 각각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에 대한 핵심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MAC 프로토콜을 실제 해양 

환경에 구현하기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 정리한다.

Ⅰ. 서 론

최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해양 환경과 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그 응용 분야는 해양 표본 추출, 해양 환경 감시, 재

난 방지, 군사 목적을 위한 전술 감시(tactical surveillance)와 

같은 감시(monitoring) 분야와 해저 탐지, 해양 자원 탐지 등과 

같은 탐지(exploration) 분야로 구분된다[1]-[4].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UWASN)는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음향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수중 환경

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임이 증명

되었다[5]. 지상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는 수중 환경에서 큰 감쇄로 인해 원거리 

통신이 불가능하며, 광신호(optical signal) 역시 산란에 의한 

신호의 감쇄가 크므로 수중 통신에 활용되기 어렵다.

일반적인 센서 네트워크는 배터리, 센서, 통신 모뎀 등이 장

착된 다수의 노드로 구성된다. 노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데

이터를 수집하고,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한다는 측

면에서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와 지상 센서 네트워크는 비슷

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수중 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

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는 지상의 센서 네트워크와는 차별화되

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고가의 센서 노드: 고가의 수중 모뎀과 하드웨어로 인해 

수중 센서 노드의 가격은 지상의 노드에 비해 높아지며, 이

로 인해 네트워크 구성에 요구되는 노드의 수가 제한된다.

•  높은 전력 소모: 음향 신호를 사용하는 수중 모뎀의 경우 

RF 신호를 사용하는 지상 모뎀에 비해 패킷의 송수신에 많

은 전력을 소모한다. 또한 적은 수의 노드로 네트워크를 구

성할 경우 장거리 통신이 요구되므로 전력 소모량은 증가

한다.

•  높은 성능의 센서 노드: 저가의 지상 센서 노드에 비해 수

중 센서 노드는 일반적으로 저장 용량, 계산 능력, 배터리 

용량 측면에서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 센서 노드가 수중에 배치되므로 센

서 노드의 배터리 충전 및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센서 노드의 수명이 매우 제한적이다.

효율적인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 수중 환경에 적합한 매체 접속 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 프로토콜의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6][7][8]. 초기의 연구에서는 수율

(throughput) 또는 지연(delay)이 주된 성능 분석 파라미터였

으나, 최근에는 높은 전력 효율을 갖는 프로토콜의 설계가 주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수중 채

널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MAC 프로

토콜 설계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정리한다. 3장과 4장에서

는 각각 비경쟁(contention-free) 기반 프로토콜, 경쟁 기반

(contention-based)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MAC 

프로토콜을 실제 수중 환경에 구현하기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해

서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AUGUST·2016 | 71

수중 및 해상 통신 기술 편집위원 : 김준수(한국산업기술대)



Ⅱ. 수중 채널 특성에 따른 

MAC 프로토콜 설계 고려 사항

1. 수중 채널 특성

수중 채널은 지상 채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열악한 특성을 가

진다[6][9].

•  높은 비트 오류율: 수중 채널은 다중 경로 페이딩

(multipath fading), 도플러 효과 (Doppler effect), 음

파의 반사 및 굴절 등의 요인으로 통신에 매우 열악하

다. 다중 경로 페이딩은 부호 간 간섭(Inter Symbol 

Interference: ISI)을 유발하여 높은 비트 오류율을 초래

한다. 또한 해저면에 고정된 센서 노드의 흔들림 등에 의

해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는 반송 주파수를 변화시켜 높

은 오류율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음파 신호의 반사 또

는 굴절로 인해 음파 신호가 거의 수신되지 않는 음영 지

역(shadow zone)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음영 지역에 위치

한 센서 노드는 매우 낮은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 특성을 갖는다.

•  높은 전파 지연: 수중에서 음파의 전파 속도는 1500 m/

s 이며, 이는 지상에서 사용되는 RF 신호의 전파 속도인 

8103×  m/s에 비해 매우 낮다.

•  제한적인 대역폭: 수중에서 음파 신호의 감쇄는 거리뿐만 

아니라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받으며, 높은 주파수 대역일

수록 신호의 감쇄가 크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

라 가용 주파수 대역이 제한된다. 통신 거리가 1 ~ 10 km 

인 경우 가용 주파수 대역이 10 kHz 정도이며, 10 ~ 100 

km 의 경우에는 5 kHz 이하의 대역을 사용한다.

•  시변 채널: 수중 채널은 같은 해역이라도 수온, 염도, 수심

에 따라 채널의 특성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시간에 따라 채

널의 특성이 변하는 시변(time-varying) 특성을 가진다.

•  잡음: 수중 채널에서의 잡음(noise)은 크게 주위 잡음

(ambient noise)과 인공 잡음(man-made noise)로 구

분할 수 있다. 주위 잡음은 조류 (turbulence), 선박

(shipping), 파도(waves), 열(thermal) 잡음으로 구별되

며 주파수 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2. 수중 MAC 프로토콜 설계 고려 사항

이상적으로 수중 MAC 프로토콜은 열악한 수중 채널 환경에

서도 높은 네트워크 수율, 낮은 지연, 높은 전력 효율, 높은 통

신 신뢰성 특성을 가져야 한다. 수중 MAC 프로토콜 설계 시 고

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6].

•  동기화: 센서 노드 사이의 동기화는 정확한 시점에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예약 기반 프로토콜 및 슬립 모드를 

운용하는 프로토콜에 필수적이며, 동기화 오류는 프로토콜

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킨다.

•  패킷 충돌에 의한 전력 소모: 수중 센서 노드는 제한된 배

터리로 동작하며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수중 통신 모뎀은 지상 통신 모뎀에 비해 

송신에 소모되는 전력이 매우 크므로 수중 MAC 프로토콜

의 설계에 있어 효율적인 충돌 회피 기능을 통해 재전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제어 패킷 교환으로 인한 높은 전송 지연: 긴 전파 지연으

로 인해 제어 패킷 교환 시 최종 목적지까지 전송 지연이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채널 예약을 위해 많은 제어 패킷 

교환이 요구되는 핸드세이킹 기반 프로토콜은 보다 효율적

인 설계가 요구된다.

•  시공간 불확정성 (Spatial-temporal uncertainty): <그

림 1>은 지상 센서 네트워크와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에

서의 패킷 충돌 상황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지상 센서 네트

워크는 전파 지연이 무시할 정도로 작으므로 패킷의 송신

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따라서 패킷의 충돌 여부

는 패킷의 전송 시점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는 긴 전파 지연으로 인해 패킷이 동시에 전

송되지 않더라도 패킷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패킷

의 전송 시점뿐만 아니라 두 노드 사이의 거리(위치)를 함

께 고려해야 충돌 회피가 가능하다.

그림 1.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의 시공간 불확정성

72 | 정보와 통신

주제 |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매체 접속 제어 프로토콜 연구 동향



Ⅲ. 비경쟁 기반 MAC 프로토콜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에서 연구되는 비경쟁 기반 MAC 프

로토콜은 시분할 다중 접속(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프로토콜로 정리할 수 있다.

1. 시분할 다중 접속 프로토콜

TDMA 프로토콜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각 센서 

노드에게 시간 슬롯(time slot)을 할당하며, 인접한 시간 슬롯

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 슬롯 사이에 보호 시간(guard 

time)을 삽입한다. TDMA 프로토콜은 구현이 간단하고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파 지연이 크고 가변적인 수

중 채널에서 효율적인 충돌 회피를 위해서 보호 시간의 비중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채널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센서 노

드 사이의 정확한 동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는 동

기화 오류가 불가피하다고 가정하고 프로토콜의 효율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동기화 오류를 고려한 대표적 TDMA 프로토콜로 STUMP 

(Staggered TDMA Underwater MAC Protocol)가 있다[10]. 

STUMP는 센서 노드 사이의 전파 지연 시간을 바탕으로 모든 

시간 슬롯에 대해서 충돌 가능성을 파악한 뒤 시간 슬롯을 할당

함으로써 채널 효율을 높인다. 그 밖에 센서 노드가 밀집되어 

배치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할당되는 시간 슬롯의 수를 최소화

하는 UA-MAC (TDMA based Underwater Acoustic chan-

nel access method)이 제안되었다[11]. UA-MAC은 <그림 2>

와 같이 컬러링 기법을 활용하여 선형 구조 및 격자 구조로 배

치된 노드에 할당되는 시간 슬롯의 수를 최소함으로써 네트워

크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2. 코드 분할 다중 접속 프로토콜

CDMA 프로토콜은 각 센서 노드에 서로 다른 직교 코드(or-

thogonal code)를 할당함으로써 각 노드의 데이터를 구분한

다. CDMA 프로토콜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강인하고 주파

수 재사용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역폭이 제한된 

수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교 코드의 수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전송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전파 지연이 큰 수중 환

경에서 근원 문제(near-far problem) 해결을 위한 전력 제어 

기법의 설계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서는 

할당되는 직교 코드의 수를 최소화시키려 하였으며, 주로 계층 

구조(hierarchical topology)에서 패킷 충돌을 줄이고 전송 효

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트리 구조(tree topology)에서 슬립 모드를 활용한 CDMA 기

반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12]. 모든 센서 노드는 정해진 스케

줄에 따라 자신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해야 할 시점에 맞

춰 깨어나며 나머지 시간은 슬립 모드로 동작한다. 이를 통해 

대기 상태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센서 노드는 자

신의 직교 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이를 통해 데이

터 전송에 소모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계층 구조의 CDMA 기반 프로토콜로 POCA (Path Oriented 

Code Assignment)가 제안되었다[13]. <그림 3>은 POCA에서

의 직교 코드 할당을 나타낸다. POCA는 하나의 싱크 노드(sink 

node)와 다수의 센서 노드로 구성된 계층 구조에서 싱크 노드

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각 경로(path)마다 같은 직교 코드를 할

당한다. 이를 통해 각 노드마다 직교 코드를 할당하는 프로토콜

그림 2. UA-MAC의 시간 슬롯 할당 예시 그림 3. POCA에서의 직교 코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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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할당되는 직교 코드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프로토콜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

cess: FDMA) 기법은 전체 가용 주파수 대역을 나눠 각 센서 노

드에 할당하는 기법으로 가용 주파수 대역이 제한적인 수중 환

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파수 효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FDMA 기법을 기반으로 수중 MAC 프

로토콜이 많이 연구되었다[14][15]. OFDMA 기법은 직교하는 

부반송파(subcarrier)를 활용하므로 제한적인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중 경로 페이딩으로 인한 성능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플러 효과로 

인한 부반송파 사이의 간섭(Inter Carrier Interference: ICI)

으로 인해 성능이 하락할 수 있다.

OFDMA 기반 MAC 프로토콜의 ICI로 인한 성능 하락을 해결

하기 위해 UW-OFDMA (Underwater OFDMA)가 제안되었

다[14]. UW-OFDMA는 전력 소모 절감과 ICI로 인한 성능 하

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송 전력, 부반송파 간격, 보호 구간에 

대한 할당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각 센서 노드는 수신 노드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파라미터를 할당하며, 이로 

인해 다중 경로 페이딩의 영향이 많은 천해(shallow water) 환

경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 외에 수중 채널을 수식화하여 소모 전력을 최소화하도록 

부반송파를 할당하는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15]. 해당 프로토

콜은 다중 경로 페이딩 특성을 갖는 수중 채널을 평면 페이딩

(flat fading) 특성을 갖는 부반송파로 변환하여 소모 전력이 최

소화되도록 할당한다.

Ⅳ. 경쟁 기반 MAC 프로토콜

경쟁 기반 MAC 프로토콜은 경쟁을 통해서 센서 노드가 채널

을 획득하는 기법으로서 채널을 획득한 노드가 모든 자원을 독

점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구현의 편리성으로 인해 수중 MAC 프

로토콜로서 주로 경쟁 기반 MAC 프로토콜이 연구되어 왔다. 

크게 임의 접속(random access) 기반 프로토콜과 핸드세이킹

(handshaking) 기반 프로토콜로 구분된다. 

1. 임의 접속 기반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임의 접속 프로토콜은 ALOHA 프로토콜과 반송파 

감지 다중 접속(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SMA) 프로

토콜로 대별된다. 센서 노드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준비가 되

면 채널 예약을 위한 제어 패킷 교환 없이 데이터를 바로 전송한

다. 일반적으로 높은 패킷 충돌율로 인해 낮은 성능을 나타낸다.

가. ALOHA 프로토콜

초기 수중 MAC 프로토콜 연구에서는 지상 센서 네트워크의 

MAC 프로토콜을 수중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연구가 주로 수

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ALOHA는 가장 구현이 간단한 방식

이다. 전송할 데이터 패킷이 생성되면 즉시 보내는 방식이므로 

매우 낮은 트래픽 부하(traffic load) 환경에서 지연 특성이 우

수하다. 하지만 충돌 회피 기법의 부재로 인해 트래픽 부하가 

높아지면 패킷 충돌율이 높아져 성능이 급격히 감소한다.

ALOHA의 패킷 충돌을 줄이기 위해 slotted 방식이 제안되었

다[16]. Slotted ALOHA에서 센서 노드는 시간 슬롯의 시작점에

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패킷 충돌율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긴 전파 지연으로 인해 슬롯의 크기가 커지며, 

이로 인해 지상 ALOHA 방식에 비해 성능이 낮다[17][18][19]. 

이 밖에 ALOHA에 충돌 회피 기능을 포함한 ALOHA-CA 

(ALOHA with Collision Avoidance)와 ALOHA-AN (ALO-

HA with Advance Notification)이 제안되었다[20]. 두 프로

토콜 모두 엿들은 패킷을 통해 이웃 노드의 통신 시간(busy 

duration)을 계산하여 충돌을 회피한다. ALOHA-AN은 NTF 

(notification) 패킷을 활용하여 자신의 통신 시간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ALOHA-CA보다 효율적으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

나. 반송파 감지 다중 접속 프로토콜

CSMA 프로토콜에서 모든 센서 노드는 자신의 데이터를 전

송하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채널을 감지하고 채널이 휴지(idle) 

상태라고 판단되면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충돌을 회피

한다.

수중 환경에서 대표적인 CSMA 기반 프로토콜로 Ordered 

CSMA가 제안되었다[21]. Ordered CSMA는 라운드 로빈

(round robin) 스케줄링과 반송파 감지를 통해 충돌을 회피한

다. <그림 4>는 Ordered CSMA 프로토콜의 동작 예시를 나타

낸다. 각 노드의 데이터 전송 순서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

약되며, 노드는 앞 순서 노드의 데이터를 감지하면 자신의 데

이터를 곧바로 전송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수의 노드가 채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전 노드에 이어서 바로 자

신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노드 간 동기화가 요구되지 않

는다. 또 다른 CSMA 기반 프로토콜로 T-Lohi가 제안되었다

[22]. <그림 5>는 T-Lohi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노드는 채

널 예약을 위해 예약 구간(reservation period)의 경쟁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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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ion Round: CR)에서 짧은 톤(tone)을 전송한다. 톤을 

전송한 노드가 CR이 끝나기 전까지 다른 노드의 톤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채널을 예약한 것으로 인지하고 데이터를 전

송한다. 하지만 다른 노드로부터 톤을 수신한 경우 충돌을 예상

하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백오프(backoff)한다. 이 방식은 효

과적인 충돌 회피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노드가 

저전력 모드로 동작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CSMA 기반 프로토콜은 수중 채널의 긴 전파 지연으

로 인해 현재 감지한 채널의 상태가 실제 채널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

에서의 CSMA 기반 MAC 프로토콜은 기대보다 낮은 성능을 나

타내는 경우가 많다.

2. 핸드세이킹 기반 프로토콜

핸드세이킹 기반 프로토콜은 수중 MAC 프로토콜로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는 RTS (Request-

To-Send) 및 CTS (Clear-To-Send) 패킷을 교환함으로써 채

널을 예약한다. 주로 긴 전파 지연의 극복, 채널 효율 향상의 목

적으로 설계되었다.

긴 전파 지연의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MACA-U 

(MACA for Underwater)가 제안되었다[23]. <그림 6>은 

MACA-U에서 사용한 개선된 핸드세이킹 기법을 나타낸다. 채

널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센서 노드로부터 RTS 패킷을 수

신하더라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송 지

연을 줄일 수 있다. 긴 전파 지연의 극복을 위해 제안된 또 다

른 기법으로 APCAP (Adaptive Propagation delay toler-

ant Collision Avoidance Protocol)이 있다[24]. <그림 7>은 

APCAP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RTS 패킷을 전송한 센서 노

드는 CTS 패킷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노드로 RTS 패킷을 송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개의 핸드세이킹 과정이 동시에 수행

될 수 있으며, 긴 전파 지연으로 인해 소모되는 대기 시간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채널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DACAP (Distance 

Aware Collision Avoidance Protocol)이 제안되었다[25]. 

DACAP에서 수신 노드가 CTS 패킷을 전송한 뒤 다른 노드의 

패킷을 엿듣게 되면 짧은 경고 패킷을 방송한다. 송신 노드는 

그림 4. Ordered CSMA 프로토콜의 동작

그림 7. APCAP 프로토콜의 핸드세이킹 동시 진행

그림 6. MACA-U 프로토콜에서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된 핸드세이킹 과정

그림 5. T-Lohi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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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패킷이나 다른 노드의 패킷을 엿듣게 되면 데이터 전송을 

연기한다. DACAP은 경고 패킷을 통해 패킷 충돌율을 줄이며, 

채널 예약 시간을 송수신 노드 사이의 거리에 따라 조절함으로

써 채널 효율을 높인다.

이 밖에도 채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한 번

의 핸드세이킹으로 다수의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패킷 트레

인(packet train) 기법이 제안되었다[26]. <그림 8>은 MA-

CA-MN (MACA-based protocol with packet train to 

Multiple Neighbors)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송신 노드는 

RTS 패킷을 전송하고 일정 시간 동안 CTS 패킷을 수집한다. 

송신 노드는 다수의 이웃 노드에게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

하며, 이를 통해 채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채널 효율 향상을 위한 또 다른 기법으로 송신 노드와 수신 노

드 사이의 패킷 동시 전송을 허용한다[27]. <그림 9>는 BiC-

MAC (Bidirectional-Concurrent MAC)의 동작 예시를 나타

낸다. BiC-MAC은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의 제어 패킷 교

환 이후 상호에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채널 효율

을 향상시킨다. 패킷 동시 전송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MHM (Multiple Handshaking MAC)이 제안되었다[28]. <그

림 10>은 MHM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MHM 프로토콜은 시

간 축을 작은 시간 슬롯으로 나눠 제어 패킷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핸드세이킹 과정이 동시에 진

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패킷 충돌을 회피함과 동시에 채널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진행 중인 핸드세이킹을 다수의 노드가 공유하여 채널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29][30]. 이 방식은 송수

신 노드의 핸드세이킹 과정에 송수신 노드의 이웃 노드가 핸드

세이킹 참여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 한 

번의 핸드세이킹으로 하나의 데이터 패킷만을 전송하는 일반적

인 핸드세이킹 기법에 비해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그림 11>은 

ROPA (Reverse Opportunistic Packet Appending)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송신 노드의 RTS 패킷을 엿들은 노드는 송

신 노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을 경우 현재 핸드세이킹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CTA (Clear-To-Append) 패킷을 전송

한다. 이를 통해 한 번의 핸드세이킹으로 다수의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채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

지만 제어 패킷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패킷 충돌율이 증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핸드세이킹 공유 기법을 활용한 MAC 프로토콜

로 HSR (Hybrid Sender- and Receiver-initiated protocol)

이 있다. <그림 12>는 HSR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HSR에서 

수신 노드의 이웃 노드는 CTS 패킷을 엿듣고 현재 핸드세이킹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RTP (Request-To-Participate) 

패킷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송신 노드를 포함한 다수의 이웃 

그림 8. MACA-MN 프로토콜 동작 예시

그림 9. BiC-MAC 프로토콜 동작 예시

그림 11. ROPA 프로토콜 동작 예시

그림 10. MHM 프로토콜 동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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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HSR은 ROPA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핸드세이킹으로 다수의 센서 노드가 데이터 패킷을 전

송하여 채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제어 패킷 전송 횟수

가 늘어남으로써 충돌 확률이 증가한다.

최근 다중 홉(multi-hop) 전송을 위한 효율적인 핸드세이킹 

기반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31]. <그림 13>은 CMRT (Cas-

cading Multi-hop Reservation and Transmission)의 동작 

예시를 나타낸다. CMRT 프로토콜은 소스 노드(source node)

와 중계 노드(relay node), 목적지 노드(destination node) 사

이의 채널을 한 번에 예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스 노드의 데이

터 패킷을 목적지 노드로 연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다중 홉 전

송에서 전송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Ⅴ. 수중 MAC 프로토콜 구현 고려사항 

최근 많은 연구에서 수중 MAC 프로토콜의 성능검증을 위해 

컴퓨터 모의실험뿐만 아니라 실제 해상 실험을 실시하였다[32-

34]. 실제 해상 환경에서 상용 모뎀을 사용하여 MAC 프로토콜

을 구현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35].

긴 프리앰블: 상용 수중 모뎀은 동기화, 신호 탐지, 채널 추정 

등의 목적으로 모든 패킷의 앞부분에 프리앰블(preamble)이 포

함된다[36][37]. Benthos 사의 상용 모뎀[36]은 프리앰블의 길

이가 1.5초이며,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어 패

킷의 길이가 충분히 짧아지지 않음으로써 충돌 확률이 증가하

며, 프로토콜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제어 패킷 교

환이 많은 핸드세이킹 기반 MAC 프로토콜의 경우 성능 저하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14>는 대표적인 핸드세이킹 기반 MAC 

프로토콜인 Slotted FAMA[38]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나타

낸 것으로, 상용 수중 모뎀의 긴 프리앰블이 프로토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35].

송수신 모드 변경: 대부분의 상용 수중 모뎀은 반이중(half 

duplex) 방식으로 패킷의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

다. 또한 상용 수중 모뎀은 패킷을 수신하는 경우 현재 수신하

고 있는 패킷의 수신이 완료될 때까지 송신 모드로 전환이 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센서 노드가 예정된 시점에 맞춰 패킷을 전

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패킷을 엿듣게 되면 패킷을 전송

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TDMA 기반 및 핸드세이킹 

기반 프로토콜의 특성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의 

MAC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고 이를 요약, 정리하였

다. 이를 위해 먼저 지상 센서 네트워크와 다른 수중 음향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과 수중 음향 채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

그림 12. HSR 프로토콜 동작 예시

그림 14. 긴 프리앰블로 인한 성능 차이(Slotted FAMA)

그림 13. CMRT 프로토콜 동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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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수중 MAC 프로토콜 설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의 수중 MAC 프로토콜을 비경쟁/경쟁 

기반 프로토콜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MAC 프로토콜의 핵심 기

능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를 표1에 정리하였다. 제안된 수중 

MAC 프로토콜은 열악한 수중 채널 환경을 극복하고 채널 효

율 향상, 긴 전파 지연의 극복, 에너지 소모 절감을 목표로 설

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된 MAC 프로토콜의 실제 구현을 위

해 상용 수중 모뎀 특성을 설명하고, 상용 수중 모뎀의 특성이 

MAC 프로토콜의 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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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중 MAC 프로토콜 비교 분석

기반 기법 특징 해당 프로토콜 발표 년도 프로토콜 특징

비
경
쟁	

기
반

TD
M
A •	구현이	용이하며	확장성이	우수함

•센서	노드	사이의	동기화가	요구됨

STUMP	[10] 2009 센서	노드	사이의	엄격한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지	않음

UA-MAC	[11] 2014
컬러링	기법을	활용하여	센서	노드에	할당되는	

시간	슬롯의	수를	최소화

C
D
M
A

•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강인하며	

주파수	재사용	효율이	우수함

•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가용	직교	

주파수의	수가	제한됨

Tree	CDMA	[12] 2009
트리	구조에서	동작하며	슬립	모드를	활용하여	

전력	소모를	감소시킴

POCA	[13] 2013 싱크	노드로의	경로에	따라	직교	코드	할당

O
FD
M
A

•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다중	경로	페이딩으로	인한	성능	

하락을	극복할	수	있음

•도플러	효과에	취약함

UW-OFDMA	[14] 2011
전송	전력,	부반송파	간격,	보호	구간의	자율	할당	

알고리즘을	통해	천해	환경에서	높은	성능을	skxksoas

OFDMA	[15] 2012

다중	경로	페이딩	특성의	수중	채널을	평면	페이딩	특성

을	갖는	부반송파로	변환한	뒤	센서	노드에	할당하며,	

전력	효율이	우수함

경
쟁	

기
반

임
의	

접
속

•	채널	예약을	위한	제어	패킷이	없

으므로	구현이	간단함

•	충돌	회피	기능의	부재로	높은	트

래픽	부하에서	낮은	성능을	나타냄

•	CSMA	프로토콜의	경우	현재	탐지

한	채널의	상태가	실제	채널	상태

와	다를	수	있음

Slotted	ALOHA	[16] 2006 낮은	트래픽	부하에서	낮은	지연	특성

ALOHA-CA	[20] 2007 채널	탐지를	통해	패킷	충돌률	감소

ALOHA-AN	[20] 2007
NTF	패킷을	활용하여	ALOHA-CA	프로토콜에	비해	

높은	패킷	충돌	회피	성능을	나타냄

Ordered	CSMA	

[21]
2007

라운드	로빈과	채널	탐지를	활용하여	센서	노드	사이의	

동기화	없이	효율적인	채널	활용	가능

T-Lohi	[22] 2008
톤	신호를	활용한	채널	예약을	통해	수중	채널의	시공간	

불확실성을	해결

핸
드
세
이
킹

•	RTS/CTS	패킷	교환을	통한	낮은	

패킷	충돌률

•	채널	예약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채널	효율이	낮아질	수	있음

•	대부분의	수중	MAC	프로토콜이	핸

드세이킹	기법을	기반으로	설계됨

MACA-U	[23] 2008
특정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노드의	데이터	동시	전송을	

허용함으로써	채널	효율	향상

APCAP	[24] 2009
제어	패킷	교환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복수의	핸드세이킹을	처리하여	채널	효율	향상

DACAP	[25] 2007

경고	패킷을	활용하여	데이터	패킷의	충돌	확률을	줄임

과	동시에	센서	노드	사이의	거리에	따라	핸드세이킹	

대기	시간	조절

MACA-MN	[26] 2008
다수의	CTS	패킷을	수집한	뒤	여러	센서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	트레인	기법을	활용하여	채널	효율	향상

BiC-MAC	[27] 2010
제어	패킷	교환	후	송신	노드와	수신	노드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여	채널	효율	향상

MHM	[28] 2016
시간축을	시간	슬롯으로	나눠	두	개	이상의	

핸드세이킹	과정이	동시에	진행됨

ROPA	[29] 2010
핸드세이킹	공유를	활용하여	송신	노드의	이웃	노드가	

핸드세이킹에	참여함

HSR	[30] 2015
핸드세이킹	공유를	활용하여	수신	노드의	이웃	노드가	

핸드세이킹에	참여함

CMRT	[31] 2014
다중	홉	환경에서	소스	노드와	목적지	노드	사이의	채널

을	한	번에	예약하고	데이터를	한	번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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