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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통신에서 도움노드 선정방법에 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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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통신용 MAC 로토콜은 주 수 자원이 한정된 무선통신망에서 임 송속도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력통신용 MAC 로토콜 기법에서 매우 요한 력노드를 선정하는 방법

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선행연구로서 기존에 제안된 도움노드 선정기법들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성

능평가를 직  수행하여 성능결과를 서로 비교하 고, 각 기법의 장단 을 분석하 다. 성능평가 척도로는 시스템 

처리량을 사용하 으며, 각 통신노드는 IEEE 802.11b 무선 랜 로토콜을 사용하여 주어진 통신 역 내에서 자유

롭게 이동하는 random way point 이동성 모델을 사용하 다. 

ABSTRACT

Cooperative communications play a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frame transmission rate at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where 

frequency resource is strictly limited. In this paper, we did a research on how to select the helper nodes that are very import in cooperative 

communications. As a prelude study in this research field, we carried out performance comparison of three helper node selection schemes 

using computer simulation. The system throughput was used as the performance measure and the random way point mobility model, where 

every communicating nodes move around within the designated communication range,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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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통신에서는 열악한 채 환경과 한정된 주 수 

자원이라는 한계 을 극복하면서 높은 송속도와 단

단 통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달성해야 할 요

한 목표 의 하나이다. 특히 무선채  환경에서 다 경

로 송에 의해 발생하는 페이딩 상은 무선 랜  이동

통신 등 무선채 을 사용하는 통신환경에 악 향을 미

친다. 무선통신에서는 채  페이딩을 극복하기 해 공

간 다이버시티, 시간 다이버시티, 주 수 다이버시티 등

과 같은 다이버시티 기법을 사용한다. 이 에서 특히 공

간 다이버시티는 다수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구성하

며,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송수신된 신호는 상호 독립

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편 셀룰러 네트워크

나 무선 LAN과 같은 무선통신 단말기의 경우와 같이 규

모가 매우 작은 휴 용 단말기에 다수 개의 안테나를 설

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서 등장한 기법이 력통신(cooperative commu- 

nications)으로 이 기법에서 사용하는 공간 다이버시티 

개념을 기존 공간 다이버시티와 구분하여 력 다이버

시티(cooperative diversity)라고 부른다.

력통신 기법은 송신노드와 수신노드가 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두 통신노드 사이의 채 특성이 일시

으로 나쁜 경우, 송신노드와 수신노드 사이에 치한 도

움노드가 통신에 직  참여하여 송신노드와 수신노드 

사이의 통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1]. 두 통신노드 사

이의 채 특성이 일시 이 아닌 장기 으로 나쁜 경우

에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통신경로를 다시 설정하여 해

결해야 한다. 력통신 기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통신 환경 를 사용해보자. 즉, 송

신노드와 수신노드가 직  통신할 경우에는 1 Mbps로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두 노드의 사이에 치한 임의의 

통신노드가 도움노드로서 참여하면 송신노드와 도움노

드, 도움노드와 수신노드 간의 채  송속도가 최  11 

Mbps 송수신하는 환경을 고려하자. 

이러한 환경에서는 2단계(hop) 통신을 수행하지만 송

신노드와 수신노드 사이의 실효 송속도는 

     Mbps이므로 송신노드와 

수신노드가 직  통신하는 1 Mbps보다 송속도가 크

게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력통신 기법 
Fig. 1 Example of a cooperative communication

력통신 기법에서는 한 도움노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도움노드를 찾는 과정이 무 복잡

하거나 망에 큰 부하를 야기 시키면 체 으로 시스템 

성능 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인 도움노드 

선정방법이 매우 요한다. 도움노드 선정 련 기존 연

구결과들은[5]-[9] 력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무선 

랜 기법과 성능비교를 하 을 뿐, 도움노드 선정기법 간 

성능비교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

움노드를 선정하는 방법에 한 선행연구로서, 기존에 

제안되어 있는 도움노드 선정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각 

기법의 장단 을 악하여 새로운 도움노드 선정방법

을 찾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력통신

기법에서 도움노드를 선정하는 방법과 련된 연구동

향에 해서 조사하며, III장에서는 II장에 언 된 기법 

 세 가지 기법을 모델링하여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IV장에서는 성능비교 결과를 제

시하여 분석한 뒤, V장에서 끝맺는다.

Ⅱ. 련 연구동향

력통신 MAC 로토콜은 상용화되어 리 사용되

고 있는 IEEE 802.11b[2] 무선 랜 표 에 기반을 두고 연

구되었다. IEEE 802.11b 무선 랜 표 은 1, 2, 5.5, 11 Mbps 

등 다양한 송속도를 제공하며, 제어 임은 모두 기

본 송속도인 1 Mbps로 송되고, 데이터 임은 송

신노드와 수신노드 사이의 무선채 의 상태에 기반을 

두고 한 송속도를 선정한다. 채  송속도를 송

신노드와 수신노드 둘  어느 노드에서 결정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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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송신노드 기반 송속도 선정 방법과 수신노드 기

반 송속도 선정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Lucent 사에

서 만든 WaveLAN II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ARF(auto 

rate fallback)[3] 기법은 송신노드 기반 송속도 선정 방

법에 해당되며 최근에 송한 데이터 임들의 결과

에 따라 최 의 채  송속도를 송신노드가 결정한다. 

한편 RBAR(receiver-based auto rate) 기법[4]은 수신노드 

기반 송속도 선정 방법에 해당하며, 수신노드가 제어 

임들을 수신하면서 측정한 채  상태( 를 들면 수

신신호 세기) 값을 기반으로 최 의 채  송속도를 결

정하여 송신노드에게 알려 다.

한편 도움노드를 선정하는 시 에 따라서 사

(proactive) 선정기법과 사후(reactive) 선정기법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즉, 송신노드에서 송할 데이터 패킷이 

발생하 을 때 시 을 기 으로 도움노드가 이미 선

정되어 있으면 사  선정기법에 해당하며, RTS/CTS 

임 교환과정 이후에 도움노드를 찾는 차를 시

작하면 사후 선정기법에 해당된다. 력통신에 한 

기 연구의 부분은 사  선정기법을 사용하며, 

한 도움노드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고 보고 송신노

드, 도움노드, 그리고 수신노드가 임 교환 차를 

곧바로 시작하 다. 하지만 사  선정기법이 복잡하

여 망 부하 증가를 야기 시키며, 시간에 따라 채  특성

이 변하는 무선채 에서 사 에 이미 설정해놓은 도

움노드가 데이터 임을 송하는 시 에서는 이미 

최  도움노드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 을 갖는다. 따

라서 최근에는 RTS/CTS 임 교환 이후에 최 의 

도움노드를 찾는 사후 선정기법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사후 선정기법은 사  선정기법이 안고 

있는 문제 을 잘 해결하고 있지만 데이터 임을 

송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 을 갖고 있다. 참

고문헌[5]에서 제안한 rDCF 기법은 표 인 사  선

정기법으로 각 노드는 표에 기반을 둔 리스트를 리

한다. 즉, 각 통신노드들은 다른 노드들이 송한 제어

임들을 모니터링하여 해당 노드와 인 한 다른 

노드들 사이의 수신 SNR 값들을 기반으로 willing 리스

트를 작성하여 보 하며, 주기 으로 인 노드들과 

공유한다. 송신노드에서 송할 데이터 패킷이 발생

하면 willing 리스트 정보를 이용하여 송신노드와 수신

노드 사이에 합한 도움노드를 먼  선정한 뒤 력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6]에서 제안한 

CoopMAC 기법도 rDCF 기법과 매우 유사하며, 도움노

드 정보를 사 에 악하여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측

면에서는 거의유사하다. 

한편 참고문헌[7]-[9]에서는 도움노드 사후 선정기법

에 련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의 도움노드 선정방법과 달리 송신노드에서 송할 패

킷이 발생하면 송수신 노드가 주고받은 RTS/CTS 

임 교환과정 이후 도움노드를 찾는 차를 시작한다. 먼

 참고문헌[7]에서는 력통신용 MAC 로토콜로 

CTBTMA (cross layer triple busy tone multiple access) 기

법을 제안하 으며, RTS/CTS 핸드세이크 직후후보 도

움노드에서 계산한 Utility 함수에 따라 세 가지의 busy 

톤을 사용하여 채 경쟁과 도움노드 선정을 수행한다. 

Utility 함수는 실효 송속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RTS/CTS 임을 주고받은 후 후보 도움노드들이 

Utility 값의 크기가 클수록 busy tone을 오랫동안 송신하

여 최종 으로는 Utility 함수가 가장 큰 도움노드가 

RTH(ready to help) 임을 송하여 최종 도움노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참고문헌[8]에서는 한 도움노드 간의 충돌

을 이기 해 수신 SNR 값에 기반을 두고 후보 도움

노드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 고, 그룹 내에서의 멤

버들 간의 충돌을 이기 해 2단계 경쟁을 실시하

다. 두 단계 경쟁을 통해 도움노드들 간의 경쟁은 어느 

정도 해결되며, 선정된 도움노드들은 RTH(ready to 

help) 제어 임을 송신노드와 수신노드에게 송한

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RTH 임 송과정에서

도 유사한 조건에 있는 도움노드가 2개 이상이면 충돌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K

개의 미니 슬롯  임의의 한 미니 슬롯에 RTH 임

을 송하여 최종 경쟁을 수행한다. 이 마지막 단계에

서도 충돌이 발생하면 송신노드는 력통신 시도를 

단하고 수신노드와 직  통신을 실시한다. 후보 도움

노드들의 그룹 개수와 부분의 로토콜 련 라미

터는 최 화 차를 통해 최  값을 도출할 수 있지만 

차가 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 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9]에서는 CRBAR(cooperative relay-based 

auto rate) MAC 기법을 제안하 으며, 이 기법에서는 

RTS/CTS 임 교환 후 채  송속도에 기반을 둔 확

률 값을 사용하여 p- persistent 백오  기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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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노드 선정 경쟁을 수행한다.  연구결과에서는 도

움노드를 계산된 확률 값에 따라 p-persistent 기법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선정된 도움노드가 최 의 도움노드

가 아닐 수 있다는 단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도움노드 사후 선정기법을 채용하고 

있는 참고문헌[7]-[9]에서 제안한 세 가지 기법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서 성능평가하고 각 결과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Ⅲ. 시스템 모델링  성능평가

본 장에서는 도움노드 사후 선정기법을 사용하고 있

는 참고문헌[7]-[9]에서 제안한 세 가지 도움노드 선정기

법에 해서 자세하게 기술한 뒤, 성능평가 환경에 해

서도 기술하고자 한다.

3.1. CTBTMA MAC 기법[7]

CTBTMA MAC 로토콜은 기존에 애드혹 네트워크

용 MAC 로토콜로 제안되었던 DBTMA (dual busy 

tone multiple access) 기법을 력통신에 용한 것으로 

IEEE 802.11 무선 랜 MAC 로토콜에 기반을 두고 세 

가지 busy tone을(BTt, BTr, BTh) 사용하여 채 경쟁과 

도움노드 선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림 2에 나타낸 

임 송과정 를 사용하여 CTBTMA 기법의 동작

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채  경쟁을 수행하는 차는 

기존 IEEE 802.11 무선 랜과 동일하며, RTS 임을 

송한 송신노드는 채 약을 해 BTt 톤을 송한다. 

RTS 임을 수신한 수신노드는 송 비가 되어 있

으면 CTS 임을 송하고 BTt 톤을 송신한다. 

RTS/CTS 임 교환이 끝난 후에 송신노드와 수신노

드 사이에 있는 후보 도움노드들은 RTS/CTS 임을 

토 로 송신노드, 수신노드와 후보 도움노드 사이의 채

 상태를 악하여 최 의 채  송속도를 찾아낸다. 

그래서 송신노드와 수신노드가 직  통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도움노드 경

쟁에 참여한다. 

그림 2. CTBTMA 기법의 임 달 
Fig. 2 Example of frames exchange at CTBTMA

도움노드 경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Utility 함수를 계

산하며, Utility 값이 클수록 BTh 톤을 오랫동안 송한

다. 

   






                (1)









      (2)

따라서 각 후보 도움노드들은 BTh 톤 송이 완료되

었을 때 다른 노드가 BTh 톤을 계속 송하고 있으면 경

쟁에서 탈락하며, 최종 으로는 Utility 값이 가장 큰 도

움노드만 살아남아서 최종 도움노드로 결정되며, 해당 

도움노드는 RTH (ready to help) 임을 송하여 도

움노드에 최종 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린다. 따라서 송

신노드는 데이터 임을 도움노드를 통해서 송함

으로써 실효 송속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컴퓨터 시뮬 이션 코드에서는 Utility 최젓값과 

최댓값  차이를 네 등분한 뒤 각 후보 도움노드의 Utility 

값이 속하는 해당 구간에서 BTh 톤이 송 인지를 확

인하고, 송 이지 않으면 해당 슬롯에서 BTh 톤을 

송하며, 해당 슬롯 이 에서 다른 후보 도움노드가 BTh 

톤을 송했으면 도움노드 경쟁을 포기하도록 구 하

다. 

3.2. Cross-layer MAC 기법[8]

참고문헌[8]에서 제안한 Cross-layer MAC 로토콜

의 동작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해당 기법에서는 

RTS/CTS 임을 서로 교환한 이후, 도움노드를 통해

서 송하면 실효 송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단하는 

후보 도움노드들은 HI 메시지를 송한다. 한편 HI메

시지를 송한 후보 도움노드들은 CCTR(composite 

cooperative trans- mission rate), 를 구하여 크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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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열한 뒤, 후보 도움노드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

며, CCT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그림 3. Cross-layer MAC 기법의 임 달 
Fig. 3 Frames exchange at cross-layer MAC

이 기법에서는 2단계 도움노드 경쟁을 실시하는데, 1

단계 경쟁에서는 에서 구분한 그룹간의 경쟁을 실시

하며, 2단계 경쟁에서는 선정된 그룹 내에서 후보 도움

노드들 간에 경쟁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경쟁은 GI(group indication) 슬롯을 사용하여 수행하며, 

2단계 경쟁은 MI(member indication) 슬롯을 사용하여 수

행한다. GI 슬롯 경쟁에서는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 후보 

도움노드들이 첫 GI 슬롯에서 GI 신호를 송한다. 만약 

해당 GI 슬롯에서 GI 신호 송이 없었으면, 다음 그룹

에 속하는 후보 도움노드들이 다음 GI 슬롯에서 송을 

시도한다. 만약 첫 GI 슬롯에서 GI 신호 송이 있으면 

한 개 이상의 도움노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에는 하  그룹에 있는 도움노드는 도움노드 경쟁을 그

만두며, GI 신호를 보냈던 그룹을 상으로 MI 슬롯에서 

도움노드 경쟁을 다시 시작한다. 이 게 해서 최종 경쟁

에서 이긴 도움노드는 RTH 임을 송하여 도움노

드로 선정되었음을 알린다. 그러나 만약 최종 선정된 도

움노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RTH 임 충돌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후속되는 K개 미니슬

롯 에서 랜덤하게 선정된 한 개의 미니슬롯을 통해 

RTH 임을 송한다. 이 게 최종 으로 선정된 도

움노드를 사용하여 송수신 노드 간 임 송이 완료

된다.

3.3. CRBAR 기법[9]

참고문헌[9]에서 제안한 도움노드 선정방법은 그림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p-persistent 백오 에 의해 도움노

드 선정경쟁을 수행한다.

그림 4. CRBAR MAC 기법의 임 달 
Fig. 4 Example of frames exchange at CRBAR MAC

여기에서 각 후보 도움노드에서 사용하는 확률 값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며, 여기에서 는 시스템 변수로 시

스템 성능과 한 련이 있다.



 





       (4)

Ⅳ. 성능평가 결과

본 논문에서 성능평가 척도로는 시스템 처리량

(throughput)을 사용하 으며, 이 값은 컴퓨터 모의실험 

시간 동안 성공 으로 송한 데이터 임의 총 길이

(bits)를 컴퓨터 모의실험 시간으로 나  값으로 정의하

다. 컴퓨터 모의실험은 SMPL 툴을[10]을 사용하여 

C++ 언어로 구 하 으며, 성능평가를 해 사용한 시

스템 라미터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무선 랜의 MAC 련 라미터는 IEEE 802.11b 표

과 동일하게 사용하 으며, 데이터 임의 크기는 

1024 바이트로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 다. 한 최

 시스템 처리량을 계산하기 해 송신노드는 송할 

데이터 임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Saturated 트래픽 

모델을 가정하 다. 한 통신 역의 크기는 100m X 

100m 정사각형을 가정하 고, 통신 역 내에 모든 통

신노드들은 random way point 모델에 따라 독립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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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환경을 고려하 다. 송수신 노드사이의 거리

에 따른 송속도는 표 2와 같다고 가정하 다[5]. 여기

에서 송수신 노드 사이의 송거리는 BER 값이    

이하 값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정된 값이다. 통신노드 

역 내에는 송신노드, 도움노드, 수신노드가 존재하

며, 데이터 임은 송신노드만 송하며, 해당조건

을 만족하는 도움노드는 항상 력통신에 참여한다고 

가정하 다. 

표 1. 시스템 라미터
Table. 1 System parameters

시스템변수 값 시스템변수 값

RTS 크기 160 bits SIFS 10 μs

CTS 크기 112 bits DIFS 50 μs

RTH 크기 164 bits CWmin 32 slots

ACK 크기 112 bits CWmax 1024 slots

DATA 크기 1024 bytes Basic rate 1 Mbps

슬롯 시간 20 μs 송속도 가변

소요시간 1500 MAC 헤더 28 bytes

GI(MI) 3(3) K 4

 0.01, 0.02, 0.06

CRBAR 미니슬롯 수 6

표 2. 거리에 따른 데이터 송속도
Table. 2 Transmission rates vs. distance

속도 11Mbps 5.5Mbps 2Mbps 1Mbps

거리 48.2m 67.1m 74.7m ≥100m 

그림 5에는 CTBTMA 기법에서 도움노드 개수 변화

에 따른 시스템 처리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우선 송신

노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시스템 처리량 성능이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Saturated 트래픽 모델

을 사용하 기 때문에 송신노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채 경쟁에서 충돌에 의한 재 송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도움노드 개수가 증가할수록 시스템 

처리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도움노드에 의한 력통신 

이득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CTBTMA 

기법에서 도움노드를 선정할 때 Utility 함수를 사용하

는데, Utility 함수가 채 속도 값에 기반을 두고 설정

되어 있고, IEEE 802.11b 표 에 따르면 채 속도는 4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utility 함수를 갖는 도

움노드 끼리는 도움노드 선정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발생하여 력통신 이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력통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

템 처리량이 0.85 Mbps 이하이므로 여 히 력통신

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어 든 본 성능

평가 환경에서는 CTBTMA 기법의 경우도움노드 개수

가 아주 작을 때(그림 5에서 도움노드 개수가 2개일 

때) 시스템 처리량이 최 가 되며 그 이후에서는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 CTBTMA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변화
Fig. 5 System throughput for CTBTMA

그림 6은 참고문헌[8]에서 제안한 Cross-layer MAC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변화를 나타낸다. 도움노드가 

증가함에 시스템 처리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며, 략 

도움노드 개수가 10개에서 20개 사이일 때 시스템 처리

량이 최 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TBTMA 기법에 

비해 도움노드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시스

템 처리량도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GI 슬롯과 MI 

슬롯을 통해 2단계 경쟁을 하는 것은 CTBTMA 기법과 

유사하지만 이와 더불어 K개 미니슬롯을 통해 한 번 더 

경쟁을 수행하여 최 의 도움노드를 잘 선정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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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ross-layer MAC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변화
Fig. 6 System throughput for cross-layer MAC

  

그림 7. CRBAR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변화
Fig. 7 System throughput for CRBAR

그림 7은 참고문헌[9]에서 제안한 CRBAR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변화를(  ) 나타낸다. 이 기법은 

I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l 의 도움노드가 선정

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처리량이 앞의 

두 가지 기법과 비교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한 

CRBAR 기법의 동작은 식(4)의 값과 매우 한 

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잘 설정하는 것이 요하며, 

최 값은 후보 도움노드 개수와도 한 련이 있

기 때문에 로토콜 운 에서 최  값을 찾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림 8. δ변화에 따른 시스템 처리량 변화
Fig. 8 System throughput for various δ

그림 8에는 값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처리량의 변

화를 나타낸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RBAR 기법

의 시스템 처리량이 값의 변화에 하게 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의 범례에서 호안의 숫자

는 도움노드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나타내

듯이 값이 무 작거나 도움노드 수가 무 크면 

력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송수신 노드가 직  통신하

는 경우와 비교하여 시스템 성능이 더 나빠짐을 알 수 

있다.

1

그림 9. 세 가지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비교
Fig. 9 System throughputs comparison for three 

schemes

그림 9와 그림 10은 도움노드를 선정하는 세 가지 방

법의 시스템 처리량을 다른 조건에서 서로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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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그림 9에서는 송신노드의 개수가 5인 경우에 

해 도움노드 개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처리량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이 비교에서 CRBAR 기법의 경우는 

그림 8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갖는   으로 설정

하 다. 세 기법의 로토콜 라미터에 따라 조  차

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Cross-layer 기법, CTBTMA 기

법, 그리고 CRBAR 기법 순으로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도움노드 개수가 10개인 경우 송신노드 개

수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 처리량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세 기법 모두 력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

다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Cross-layer MAC 기법과 다른 

기법간의 성능차이가 꽤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세 가지 기법의 시스템 처리량 비교
Fig. 10 Comparison of system throughputs for three 

scheme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력통신 MAC 로토콜에서 도움노

드를 선정하는 방법에 해 연구하 다. 우선 기 연구

로서 기존에 제안된 도움노드 선정방법들 세 가지를 컴

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구 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

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해당 기법이 안고 있는 장단

을 정확하게 악하 다. 

차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도움노드 선정 기법을 제안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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