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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센서 노드들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낮은 지연과 높은 데이

터 효율을 지원하는 새로운 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ADW-MAC은 기존의 멀티 홉 전송

에서 해당 Sleep 구간에서 오직 하나의 패킷 전송만을 스케줄할 수 있는  DW-MAC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물체 트래

킹(object tracking)이나 화재 감시 시스템 등의 응용에  적합한 duty cycling 메커니즘을 가진다. 이러한 응용에서는 

평소에는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물체의 나타남과 화재 발생 등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많은 데이

터를 전송해야 하며, 낮은 지연을 요구한다[6-8]. 따라서 TADW-MAC에서는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duty cycle을 조절함으로 보다 높은 효율과 적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TADW-MAC은 

기존의 RMAC이나 DW-MAC에 비해 에너지 효율과 전송 지연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ffic aware Demand Wakeup MAC(TADW-MAC) protocol, in which low data delay 
and high throughput can be achieved, for wireless sensor networks. With the TADW-MAC protocol, the problem of 
the DW-MAC protocol, which schedules only one packet to deliver during the Sleep period in a multi-hop transmission 
is resolved. DW-MAC is not adequate for the applications such as object tracking and fire detection, in which busty 
data should be transmitted in a limited time when an event occurs [6-8]. When an event occurs, duty cycle can be 
adjusted in the TADW-MAC protocol to get less energy consumption and low latency. The duty cycle mechanism has 
been widely used to save energy consumption of sensor node due to idle listening in wireless sensor networks. But 
additional delay in packet transmission may be increased in the mechanism.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ADW-MAC outperforms RMAC and DW-MAC in terms of energy efficiency while achieving low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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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배터리에 의해 동작하는 작

고 많은 센서 노드들로 구성되어 주로 ad-hoc방식으로 

목적지 노드인 싱크 노드로 데이터가 전달되어진다. 

이러한 노드들은 배터리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전체 네트워크 수명을 늘이기 위해 각 센서 노드들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센서 노드들이 

wakeup과 sleep을 반복함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duty 

cycling 방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1-5]. 

이 방식에서 센서 노드들은 Sync 구간에서 다른 노드

들을 동기화 한다. 이후 Data 구간에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고, 전송 노드와 수신 노드들도 데이터 송수

신 후에 off 상태로 들어가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 그러

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노드들이 off상태에 있을 경우

에는 데이터 전송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

터 전송 지연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가진다[2]. 특별히 

송신 노드에서 여러 노드들을 거쳐 목적지 싱크 노드

로 전송되는 멀티 홉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전송 지연

이 더 커지게 된다[6]. 뿐만 아니라 duty cycling 방식에

서 짧은 시간에 모든 노드들이 wakeup하여 데이터 전

송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송된 데이터 충돌 확률이 늘

어나는 문제점이 있다[7]. 또한 노드들이 에너지 소모

를 줄이기 위해 짧은 시간에 wakeup하여 데이터를 전

송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효율이 떨어지는 것

도 이 방식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위의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MAC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 중에는 cross-layer 

정보를 이용하는 RMAC(Routing Enhanced MAC)[6]

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토콜에서는 단일 동작 사이클 

동안에 여러 홉에 걸쳐 데이터 패킷을 에너지 효율적

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RMAC에서도 여러 전송 

노드들 사이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DW-MAC(Demand Wakeup MAC)[7]에서는 

노드들이 동시에 데이터 전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

어 프레임의 전송시간 비율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한

다. 그러나 이 DW-MAC 방식에서 비록 하나의 노드가 

보낼 데이터를 가지는 경우에도 Sleep 구간의 시작하

는 시점에서 데이터 패킷을 바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

점을 가진다. 뿐 만 아니라 DW-MAC은 적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나 긴급 전송을 요구하는 데이터 전

송에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물체 트래킹(object 

tracking)이나 화재 경보 시스템과 같은 응용에서는 평

소에 노드들 간에 적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만,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빠르

게 목적지 노드로 전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은 이벤트 검출 응용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많이 

이루어져왔다[8,9,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전송의 충돌과 지연을 줄일 뿐 만 아니라, 버스티한 데

이터를 보낼 수 있는 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기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Data 구간에서 SCH 패킷을 처음 보낸 노드는 Sleep 

구간의 맨 처음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함으로 전체 지

연을 줄일 수 있다.

- 버스티한 데이터 패킷을 보내려는 노드는 Data 구간

에서 여러 개의 SCH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TADW-MAC 

프로토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4장에서 성능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MAC 프로토콜을 평

가한 후, 5장에서 결론으로 구성된다.

Ⅱ. 관련 연구
 

2.1. RMAC 프로토콜

RMAC은 duty-cycle 기반의 MAC 프로토콜이고,  멀

티 홉 네트워크 구조에서 하나의 패킷을 하나의 사이클 

내에 전달하는데 매우 유효한 프로토콜이다. 그림 1은 

RMAC의 동작 방식을 보여 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

듯이 RMAC 프로토콜에서 전체 동작은 Sync, Data, 그

리고 Sleep 세 구간으로 구성된다. Sync 구간에서 가상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들이 동기화된다. 전송할 데이터

를 가지는 노드는 Data 구간에서 PION 프레임을 전송

하는데, 이 PION 프레임은 IEEE 802.11 프로토콜의 

RTS/CTS 역할을 담당한다. Data 구간에서  PION 프레

임을 전송한 노드와 이 PION을 수신한 노드를 제외하

고 다른 모든 노드들은 Sleep 구간에서 sleep 모드로 들

어간다. 그러나 PION 프레임을 전송한 노드들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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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드들은 정해진 시간에 wakeup하여 데이터 전송에 

참여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송신 노드 A가  

Sync 구간에 wakeup하여 노드 B에세 PION 패킷을 전

송한다. PION 패킷을 받은 노드 B는 PION 패킷에 포함

되어 있는 목적지 노드의 주소를 확인한 후에, 노드 C에

게 PION 패킷을 전송한다. 

Fig. 1 RMAC(Routing Enhanced MAC) 

Data 구간에서 PION 패킷을 보낸 노드는 Sleep 구간

이 시작되는 곳에서 패킷 전송을 시도한다. 따라서 하

나 이상의 노드들이 패킷 전송을 시도할 경우, 데이터 

패킷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충돌된 데이터 패

킷을 재전송해야 하므로 전송 에너지가 증가하고 또한 

전송 지연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가진다.

2.2. DW-MAC 프로토콜

RMAC의 데이터 충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W-MAC이 제안되었다. DW-MAC 역시 Sync, Data, 

Sleep 구간으로 나누어진 동기화된 duty cycle MAC 프

로토콜이다. DW-MAC에서는 RMAC의 PION 프레임

과 같은 역할을 하는 SCH 스케줄링 프레임을 사용한다. 

이 SCH 프레임은 CSMA/CA의 RTS/CTS 역할을 담당

한다. 송신 노드는 Data 구간에서 이 SCH 프레임을 전

송하는데, 이 SCH 프레임을 전송한 시간과 SCH 프레

임 구간 값이 나중에 Sleep 구간에서 데이터 패킷을 전

송하는데 필요한 시간 및 구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2는  DW-MAC의 동작 방식을 보여 준다. 그림 2

에서 송신 노드 A는 Data 구간에서 SCH 프레임을 노드 

B에게 전송한다. 이 때 SCH 프레임 전송 시간이 Data 

구간의 시작부터 T1떨어진 곳에서 시작했고, SCH 프레

임 폭 T3 이기 때문에, 노드 A와 노드 B는 데이터 송수

신을 위하여 T2와 T4 동안 Wakeup 해야 한다. 

Fig. 2 DW-MAC(Demand Wakeup MAC)

이 때 T3와 T4의 값은 아래의 수식 관계를 통해 구해

질 수 있다. 



 




                         (1)

Data 구간에서 SCH 패킷이 보내진 시간과 SCH 패

킷 구간의 비율에 따라 Sleep 구간에 패킷을 보내기 때

문에 충돌이 발생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DW-MAC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전송 시나리오에서는 

문제점을 가진다.

1. 데이터를 보내려는 송신 노드가 하나뿐이며, 또한 그 

송신자가 보낼 데이터 생성이 늦어 Data 구간의 맨 

끝에 SCH를 보내게 되는 경우 송신 노드는 자신의 

패킷을 Sleep 구간의 맨 마지막에 보낸다.

2. 오직 하나의 노드만 보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

른 모든 노드들은 보낼 데이터가 없을 경우, 그 송신 

노드는 오직 하나의 패킷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송 노드는 하나의 전체 구간(Sync-Data-Sleep)에

서 하나의 데이터 패킷만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전

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전체 데이터 전송지연

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2.3.  LO-MAC(Low Overhead MAC)프로토콜

위에서 언급한 RMAC이나 DW-MAC 모두 Data 구

간에서 PION 패킷 혹은 SCH 패킷과 같은 제어 패킷을 

전송한다. 따라서 소스 노드로부터 목적지 노드까지 홉 

수가 증가할수록 Data 구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모든 

노드들이 ON 상태에서 기다리므로 많은 에너지를 소

모하게 된다. 특별히 데이터 전송이 없을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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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long Listening 문제가 발생한다. LO-MAC[11]

은 이러한 long Listen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

었다. 즉, LO-MAC에서는 낮은 트래픽 네트워크 환경

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long Listening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반송자 감지(carrier sensing) 기술을 이용한

다. 이를 위해 Sync 구간 뒤에 반송자 감지 구간인 CS 

구간을 가진다.  이 구간에서 보낼 데이터를 가지지 않

은 노드들은 채널이 busy 혹은 idle인지 판단하기 위해 

clear sensing assessment(CCA)를 사용한다. 보낼 데이

터를 가지는 노드들과 채널이 busy인 것을 감지한 노드

들은 즉각 bust tone을 브로드캐스트한다. 따라서 채널

이 busty인 것을 감지한 노드들과 busy tone을 전송한 

노드들은 데이터 패킷이 전송될 것을 인식하고 다음 구

간인 Data 구간에서 On 상태로 머무른다. 이웃 노드들

로부터 데이터 전송이 없을 경우에 오직 하나의 노드만

이 Data 구간에서 깨어 있고, 모든 노드들이 Data 구간

에서 On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소

모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LO-MAC은 

낮은 데이터 전송을 가지는 네트워크에 국한되었고, 평

소에는 낮은 데이터 전송의 특성을 가지나 이벤트가 발

생했을 경우 많은 데이터를 제한된 시간에 전송해야하

는 물체 감지 혹은 화재 감지와 같은 응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  

Ⅲ. TADW-MAC 

위의 두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

서는 TADW-MAC(Traffic Aware Demand Wakeup)을 

제안한다. TADW-MAC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Data 구간에서 SCH 패킷을 처음 보낸 노드는Sleep 구

간의 맨 처음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다. 

- 버스티한 데이터 패킷을 보내려는 노드는 Data 구간

에서 여러 개의 SCH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 Data 구간에서 연속적인 SCH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Data 구간이 확장되고, 확장된 비율에 따라 

Sleep 구간이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데이터의 송수신

이 이루어질 수 있다. 

TADW-MAC의 전체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DW- 

MAC과 같다. 그러나 Data 구간과 Sleep 구간은 고정되

어 있지 않고 가변이다. 가상 클러스터에 속한 모든 노

드들은 Sync 구간에서 wakeup한다. 이 후에 Data 구간

에서 보낼 데이터를 가지는 노드들은 이웃 노드들에게 

SCH 패킷을 전송한다. 이 때 일정 버퍼 큐 이상의 데

이터 패킷을 가지는 노드는 SCH 패킷에 1 비트의 

M(more)필드에 마크하여 보내어 자신이 많은 데이터

를 전송할 것임을 이웃 노드들에게 알린다. 그림 3은 사

용되어지는 SCH 패킷의 형식을 보여 준다. 

Fig. 3 SCH packet format

More 필드가 마크될 경우 다음 전체 스케줄링에서 

Data 구간과 Data 구간이 더 확장된다. 이 때 Data 구간

의 확장은 단순한 버퍼 임계치 이상의 패킷 전송을 원

하는 노드에 의해 이루어지나 1비트의 M 비트의 마크

는 Data 구간의 종료 시점에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즉, 

마지막 SCH 패킷을 전송을 남겨 놓고 Data 구간이 종

료되어 아래의 식 (2)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

진다. 

    ×                    (2)

여기서 는 Data 구간의 길이이고, 는 전

송할 데이터가 많아 전송할 SCH 패킷을 두 개 가지는 

노드가 마지막 두 번째 패킷을 보내기 전까지 소요된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는 SCH 패킷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낸다.  

Fig. 4 Condition of Data period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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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 이들과의 관계 보여 준다. 데이터 구간 

확장이 가능한 것은  Data 구간 동안 모든 노드들이 ON 

상태에 있기에 M 비트의 마크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

이다. SCH 패킷은 DW-MAC에서와 같이 RTS/CTS 패

킷에 들어가는 정보, 즉, 송신자와 수신자 노드의 주소, 

전송 기간, cross-layer 정보에 1 비트의 M 필드로 구성

된다. Data 구간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데이터 패킷 전

송이 필요한 노드는 Data 구간 동안에 여러 개의 SCH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 Data 구간이 확장될 경우 이에 

비례하여 Sleep 구간도 확장된다. Sleep 구간에서 노드

의 동작은 수정된 DW-MAC 동작을 따른다. 즉, 맨 처

음 SCH 패킷을 전송한 노드는 Data 구간의 시작 포인

트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SCH 패킷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SCH 

패킷 발생 시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노드만이 

Data 구간의 처음에 패킷을 보낼 수 있다. 그 이후부터

는 DW-MAC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이 

후에도 노드간의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동

작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으로 SCH 패킷의 길이는 일

정하고, 또한 데이터 패킷의 크기를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에 충돌 없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는 

TADW-MAC의 동작 방식을 보여 준다. 위의 그림 5에

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송신노드와 한 개의 수신 노드

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고려해 본다. 

Fig. 5 TADW-MAC protocol operation

Sender A는 보낼 데이터 패킷을 두 개 가지고 있으므

로 연속적으로 SCH 프레임을 보내고, Sender B는 한 개

의 SCH 프레임을 전송한다. Sender A는 비록 첫 번째 

SCH 프레임을 T1 이후에 보냈지만, 이 SCH 프레임이 

해당 Data 구간에서 첫 번째 SCH 프레임이므로 Sender 

A는 Sleep 구간 시작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후에 두 번째 데이터 전송은 아래의 관계식을 통하

여 얻을 수 있다. 

      


                  (3)

멀티 홉 네트워크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던 RMAC

이나 DW-MAC에서 PION이나 SCH 패킷 전송과  같이 

TADW-MAC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Unicast 패킷 전송에서만 지원되며, 각 노드에서

의 라우팅 정보는 Proactive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 사

전에 결정되어 각 노드에 저장된다. 

Ⅳ. 성능평가

이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TADW-MAC 프로

토콜과 기존의 DW-MAC 프로토콜, R-MAC 프로토콜

과의 성능 비교가 이루어진다.  성능 비교에서는 적은 

데이터 전송 구간과 버스티한 데이터 전송 구간이 반복

되는 물체 트래킹 응용을 모델로 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였다. 물론 적은 데이터 전송 구간이 버스티한 

데이터 전송 구간보다 훨씬 크고, 그 길이는 3~5배 사이

에 random하게 변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송신 

노드와 싱크 노드의 거리는 네트워크 크기와 전송 범위

를 고려하여 최대 4홉 거리로 한정한다. 1,000m x 

1000m의 사각형 구조의 네트워크의 구성은 임의로 배

치된 100개의 노드와 오른쪽 위 코너에 위치하는 1개의 

싱크 노드로 구성된다. 총 10회 실험을 통하여 평균값

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Table. 1 Network parameters

parameters value
Bandwidth 20kbps
Rx power 0.5w
Tx range 250m
Tx power 0.5w
Idle power 0.45w
Sleep power 0.05w
Carrier sensing range 550m
Contention window 64ms
DIFS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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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송 파라미터 값은 표 2와 같다.

Table. 2 Transmission parameters

parameter FrameSize (byte) Tx Latency (ms)
RTS/CTS 10 11.0
ACK 10 11.0
PION/SCH 14 14.2
DATA 50 43.0

이러한 환경에서 소스 노드는 데이터 패킷을 임의로 

1개로부터 7개를 생성한다고 가정하였다. 각 센서 노드

에서 발생하는 패킷 수에 따른 각 노드에서 소모되는 

평균 에너지의 비교는 그림 6에서 보여 준다. 그림 6에

서 볼 수 있듯이 TADW-MAC 프로토콜이 다른 두 프로

토콜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버스티

한 데이터 구간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조절되

는 기능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센서 노드에서 

발생하는 패킷의 개수에 따라 평균 에너지 소모가 증가

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에서는 에너지 소

모에서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안된 프로

토콜에서는 하나의 동작 주기에서 전송이 가능하므로 

평균이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3개의 프로토

콜의 평균 지연에 대한 비교를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버스티한 데이터 전송이 많을수록 TADW-MAC 프로

토콜이 가장 낮은 지연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Fig. 6  average energy consumption of sensor node

이는 TADW-MAC에서 버스티한 데이터 전송이 필

요할 경우 데이터 구간과 Sleep 구간 확장을 통해 하나

의 동작 사이클에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7 packet delivery latency compariso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소 적은 데이터 전송을 하다가 이벤

트가 발생하였을 때에 많은 데이터를 제한된 시간에 전

송을 요구하는 물체 트래킹과 같은 응용에서 에너지 효

율적이고 낮은 지연을 가지는 새로운 duty cycle MAC 

프로토콜인 TADW-MAC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TADW-MAC은 각 센서 노드들에서 전송되는 데

이터 트래픽 양에 따라 제어 프레임 전송 구간인 Data 

구간과 데이터 전송 구간인 Sleep 구간을 조절한다. 이

와 같이 전송되어지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전송 구간의 

확장 기능을 통하여 버스티한 데이터 전송을 적은 지연

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DW-MAC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데이터 구간의 

시작점에서 전송을 시작하게 함으로 전송 지연을 줄일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TADW-MAC은 이

벤트 발생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의 센서 노드에서 생성

되는 데이터 패킷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존의 MAC 프

로토콜에 비해 전송지연에 있어서 대략 19.8%, 에너지 

소모에 있어서 대력 32%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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