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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EEE802.11 DCF에서는 hidden node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TS/CTS 교환을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송에 필요한 파워보다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가 작

다. 따라서 RTS나 CTS를 받지 않은 노드에서 전송을 시

작할 경우에도 간섭에 의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멀티

홉 애드혹 환경에서는 이 현상이 더 큰 성능 저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TS/CTS 교환에

서 CTS를 받은 노드들이 STS 패킷을 보내고 STS를 받

은 노드가 자신이 전송을 시작할 경우 데이터를 받는 노

드에서의 간섭 효과를 계산해 간섭 효과가 클 경우 전송

을 지연시키는 과정을 추가하 다. 따라서 간섭에 의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통하여 이 방식이 멀티홉 애드혹 환경에서 성능을 향

상 시켰음을 보 다.

  

I. 서론 

멀티홉 애드혹 네트워크(MANETs)는 유선 인프라 

구조 없이 노드들이 자동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

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드의 이동에 제약이 없고 빠르

게 망을 구성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여 긴박한 상황

이나 지속적인 망 연결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적용 가능

하다. 현재 멀티홉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MAC 프로토콜은 IEEE802.11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1]이다. 그

러나 IEEE802.11은 AP가 존재하는 인프라 구조에서 1

홉 통신을 기준으로 정의된 표준이다. 따라서 이것이 멀

티홉에 적용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IEEE802.11 DCF 모드에서는 hidden node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전송 노드

나 수신 노드의 이웃 노드들에 데이터 전송을 알려 충돌

을 막는다. 그러나 전송을 지연시키는 노드는 전송 노드

나 수신 노드의 전송 범위 안에 있는 노드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송 범위의 1.7～2배정도의 범위에 있는 노드

들이 전송을 시작할 경우 전송 노드나 수신 노드에서 간

섭을 일으켜 데이터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멀티홉에

서는 이 현상이 심각한 성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범위를 간섭 범위라고 하고 간섭범위 

내에 있는 노드들의 간섭 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

시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 알고리즘이 전

체 애드혹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 시킨다는 사실을 보

다.

    II. IEEE 802.11 DCF

IEEE802.11 DCF는 기본적으로 CSMA/CA(carrier 

sensing with collision avoidance)방식을 이용한다. 전

송할 패킷이 있는 노드(이하 전송노드)는 전송을 시작하

기 전에 채널을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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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DIFS(Distributed Inter Frame Space)동안 채널

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라면 전송 노드는 Random 

backoff를 하여  채널을 사용하려고 하는 다른 노드와 

채널을 사용하기 위한 경쟁을 한 후에 RTS(Request To 

Send) 패킷을 수신 노드에 전송한다. RTS를 받은 수신 

노드는 DIFS보다 짧은 SIFS(Short Inter Frame Space)

를 기다린 후에 CTS(Clear To Send) 패킷을 전송 노드

에 전송한다. 이때 RTS나 CTS를 받은 이웃 노드는 

NAV(Network Allocation Vector)를 설정해 데이터 전

송이 끝날 때 까지 전송을 지연 시킨다. 한편 CTS를 받

은 전송 노드는 SIFS 후에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모

두 받은 수신 노드는 ACK을 보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받았음을 알리고 전송을 종료한다. 

이 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나있다. 기존 인프라 구조에서

는 이 과정을 통해 Hidden node 문제를 해결하 다. 그

러나 다음 장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멀티홉 애드혹 네트

워크에서는 이 과정만으로는 hidden node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그림 1.   RTS/CTS 교환을  통한 데이터 통신

III. 멀티홉 애드혹 네트워크에서의 

hidden node 문제

RTS나 CTS를 받은 이웃 노드들은 전송 노드나 수신 노

드의 전송 범위 안에 있는 노드들이다. 그러나 패킷을 성

공적으로 받지 않아도 패킷의 전송이 다른 패킷의 전송

에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노드들이 분포한 범

위를 간섭 범위라고 한다. 

 그림 2에서 노드 A에서 노드 B로 전송할 경우 노드 B의 

전송 범위에 있는 노드 C는 NAV를 설정해 전송을 시작

하지 않지만 노드 D는 전송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채

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노드 E로 전송을 시작

한다. 그러나 노드 D는 노드 B의 간섭 범위에 있기 때문

에 이것은 노드 B가 받고 있는 데이터와 충돌이 일어난

다.

그림 2. 멀티홉에서 hidden node 문제

Ⅳ. 기존 연구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RTS/CTS 교환을 사용했을 때 간

섭에 의한 충돌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2]에서 제시하

다. [2]에서는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가 전송에 필

요한 파워보다 작고 따라서 전송 범위에 속해있지 않은 

노드에서 전송을 시작할 경우에도 간섭을 일으켜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수학적 모

델을 이용해 간섭거리는 전송거리의 1.78배가 됨을 밝혔

다. 여기서 제시한 해결 방안은 RTS를 받은 수신노드가 

자신이 (1/1.78)*전송거리에 속해 있으면 CTS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 CTS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방식은 전송 범위 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CTS

응답을 하지 않아 전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전송 범위를 0.57배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Deferrable MAC[3]에서도 간섭에 의한 충돌 문제를 이

야기하 다. 간섭범위가 전송 범위의 대략 2배가 되기 

때문에 패킷이 전송 될 때에 한 홉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

간을 계산하여 먼저 전송된 패킷이 3홉을 건너갈 시간까

지 새로운 패킷 전송을 늦추어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라우팅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

기 때문에 MAC에서는 직접 구현할 수 없는 단점이 있

다.  

Critical Neighbor[5]방식에서는 AODV 라우팅 프로토

콜[4]에서 beacon을 보낼 때에 이웃 노드가 실제로 얼

마나 떨어져있는지 계산하고 이때 필요한 파워가 얼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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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산하여 전송 파워를  줄여 간섭범위를 줄이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이 방식은 파워를 조절한다는 가정을 하

고 있기 때문에 전송 파워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Ⅴ.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IEEE802.11 표준의 

RTS, CTS 교환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CTS를 받은 

노드들이 조건에 따라 STS 패킷을 한번 더 전송해 간섭 

범위에 있는 노드들이 역시 NAV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다.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노드(이하 전송 노드)는 DIFS

를 기다린 후에 Random backoff를 한 후 RTS를 보낸

다. 데이터의 목적지가 되는 노드(이하 목적 노드)는 자

신이 RTS를 받은 파워를 측정하고 CTS에 이 정보를 함

께 실어 SIFS 후에 전송 노드에 보낸다. 이때 RTS를 엿

들은 노드는 NAV를 설정하여 전송을 미루어 데이터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CTS를 엿들은 이웃 노드들

은 자신이 CTS를 받은 파워와 CTS 패킷안에 적혀있는. 

목적 노드가 RTS를 받은 파워로 목적 노드에서의 

SIR(Signal To Interference Ratio)[6]을 계산한다. SIR

은 (데이터를 받는 파워/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데

이터를 받는 파워)로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모든 노드는 

균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목적 노드에서의 SIR은 (전

송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파워/이웃 노드로부터의 

간섭 파워) = (RTS를 받은 파워/이웃 노드가 CTS를 받

은 파워)로 계산된다. 

[7]에 따르면 목적 노드에서의 수신 파워값은 

TWO- WAY GROUND 모델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그리고 목적 노드에서의  SI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SIR = 

전송노드가보내는데이터를받는파워이웃노드에서의간섭파워 =

(PRTS = CTS 패킷안에 적혀있는 목적 노드가 

RTS를 받는 파워, PCTS = CTS를 받은 파워)

이때 SIR이 SIR 임계값보다 클 경우에는 NAV만을 

설정하고 작을 경우에는 NAV를 설정하면서 이웃 노드

에 STS(Sure To Send) 패킷을 전송한다. STS 패킷 안

에는 CTS를 받은 파워 정보와 CTS패킷 안에 적혀있는 

RTS를 받은 파워 정보를 함께 적어보낸다. 또한 이때 이

웃 노드들이 동시에 STS를 전송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6중 하나의 숫자를 랜덤으로 선택하여 

SIFS에 이 숫자를 곱한 만큼 기다렸다가 STS를 전송한

다. STS를 받은 노드는 STS 패킷안에 적혀 있는 파워 

정보와 자신이 STS를 받은 파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SIR을 계산한다.

SIR = 

를받은노드가 전송할때목적노드에서받는파워

=  

이 된다. 

이 SIR이 임계값보다 작으면 NAV를 설정하여 간섭에 

의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전송 노드는 CTS를 받고 나서 6SIFS를 기다린 후

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끝나면 목

적노드는 SIFS를 기다린 후에 ACK을 보내 전송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린다. 이 과정을 다음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  STS 패킷 전송이 포함된 데이터 통신

Ⅵ. 시뮬레이션

본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서 NS-2[8] 시뮬레이터를 

사용하 다.  노드들을 균등하게 분포시키고 데이터 크

기가 512 byte인 CBR(Constant bit rate) 트래픽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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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켰다. 또한 노드의 개수는 50개이고 노드가 분포되

어 있는 전체 넓이는 1000m*1000m, 전송 파워는 

15dBm,  SIR 임계값은 6db로 200s동안 실행해보았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AODV이다. 이때 측정해본 값은 다

음과 같다. 

․ Pkt delivery ratio  - 성공적으로 전송된 데이터의 수/

보낸 데이터 수*100(%)

․ Average Delay - source에서 destination까지 패킷이 

전송되는 평균 시간(s)

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4와 5이다.

 두 결과 모두 STS 패킷을 전송했을 때 성능 향상이 이

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Data rate(Kb/s) vs pkt delivery ratio(%)

그림 5. Data rate(Kb/s) vs average delay(s)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홉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IEEE802.11 MAC에서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충돌을 

줄이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기존의 RTS/CTS 

교환에 새로운 패킷을 교환하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서 

간섭 범위 내에 있는 노드들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전송을 미루도록 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

즘이 간섭에 의한 충돌을 줄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

상시킨다는 사실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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