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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슬롯화된 ALOHA 센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전송 공평성을 향상하기 위한 변형된 백오프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계층화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하위 노드들에 의해 전송된 데이터를 종합하여 처리해야하는 경우 하위 

특정 노드의 성능 저하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게 공

평한 전송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현재의 전송 결과 뿐 아니라 과거의 전송 결과를 고

려하여 노드의 전송 대기 시간을 선정한다. 또한 연속적으로 전송에 실패한 노드에게는 점차 짧은 대기시간을 부여

하고 연속적으로 전송한 성공한 노드에게는 점차 긴 대기시간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전송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대표적인 백오프 알고리즘인 BEB(binary exponential back-off) 알고리즘

과 비교, 분석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했을 때 BEB에 비해 전송용량은 다소 저하(최대 5.8%, 최소 

2.0%, 평균 3.0%)되지만 공평성은 크게 향상(최대 13.4%, 최소 3.6%, 평균 9.0%)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I propose an modified back-off algorithm to improve the fairness for slotted ALOHA sensor networks. 
In hierarchical networks,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a specific node can cause degradation of the overall network 
performance in case the data transmitted by lower nodes is needed to be synthesized and processed by an upper nod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fairness of transmission performance to all nodes. The proposed scheme choose a 
back-off time of a node considering the previous transmission results as well as the current transmission result. Moreover 
a node that failed to transmit consecutively is given gradually shorter back-off time but a node that is success to transmit 
consecutively is given gradually longer back-off time. Through simulations, I compare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with the binary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BEB).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reduces the throughput slightly compared to BEB but improves the fairness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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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존 장치들 뿐 

아니라 독립적인 개체로 활용되던 많은 사물들이 네트

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환
경의 기저에는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이 광범위하게 운

용된다. 센서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허브센터를 통해 종

합되고 유·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된다. 따라서 각각의 

센서들은 통신기능을 구비한 초소형, 저용량, 저전력의 

특징을 갖는 하나의 무선 통신노드이다[1, 2].
한편,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에서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은 다수의 노드들이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MAC은 크게 경쟁기반 기

법과 예약기반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3]. 
경쟁기반 기법에서 무선 자원은 노드들에게 사전에 

할당되어 있지 않으며 무선 자원이 필요한 경우 노드는 

노드들간의 적절한 협력 또는 비협력적인 절차를 통해 

무선자원을 획득하여 사용한다. 경쟁기반 기법이 적용

된 네트워크는 많은 수의 노드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노

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원할당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

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경쟁에 참

여하는 노드의 수가 적거나 트래픽이 간헐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4]. 반면 예약기

반 기법은 노드들에게 무선자원이 사전에 배타적으로 

할당되어 네트워크에 가입된 노드들이 안정적으로 무

선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드들이 전송할 데이

터가 적은 경우에는 할당된 무선자원이 사용되지 못하

고 낭비될 수 있다. 또한 무선자원의 양에 따라 한정된 

수의 노드들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량의 트래

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수

적인 경우에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5]. 
한편 경쟁기반 기법과 예약기반 기법의 장점을 적절

히 혼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기법이 있다. 하이브리드 

기법은 경쟁 절차를 통해 무선자원을 할당하고 할당된 

무선자원은 예약기반 기법처럼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인 사용을 보장 받는다.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가 없거나 

전송 우선순위가 보다 높은 노드가 등장하는 경우 무선

자원을 반납한다. 이를 통해 매우 동적인 트래픽 환경에

서 경쟁기반 기법처럼 많은 수의 노드를 수용하고 예약

기반 기법처럼 할당받은 무선자원을 안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선자원 할당, 반납 등의 절차가 매

우 복잡하다[6-8]. 
서비스의 형태, 트래픽 발생 빈도와 유형, 참여하는 

노드의 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MAC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의 

기저를 형성하는 센서 노드들은 계산량이 많이 요구되

는 복잡한 기법이나 안정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하는 예약기반의 기법 보다는 간헐적이면서도 매우 동

적인 트래픽을 처리하는데 적합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경쟁기반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경쟁기반 기법인 ALOHA 계열의 기법은 

동작절차가 매우 간단하여 사물인터넷의 기반기술인 

RFID, WiFi, LTE, Sigfox, LoRA, Weightless 등에 적용

되고 있다[4]. 하지만 ALOHA 계열의 기법은 전송 데이

터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낮은 전송 공평성

(fairness)과 낮은 전송 용량(throughput)의 문제점이 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

으나 주로 전송용량을 극대화하는데 집중되었으며 공

평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 
그런데 노드간의 전송 불공평성 문제는 전체 시스템 성

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분산 배치된 다수

의 하위 노드들이 상위 노드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

러한 데이터들이 종합되어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되거

나 상위 노드로 재전달되기 때문에 전송 불공평성에 의

한 특정 하위 노드의 성능 저하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공평성을 고려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슬롯화된 ALOHA 기반의 시스템에서 

노드들의 전송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충돌 완화 기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노드의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전송 성공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전송 대기시간

을 선정한다. 또한 연속해서 전송에 실패한 노드의 전송 

대기시간을 점점 줄여서 채널접근 기회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전송 공평성이 향상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ALOHA와 

백오프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공평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백오프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한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에 대

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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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LOHA와 백오프 알고리즘 

2.1. ALOHA 프로토콜

ALOHA는 경쟁기반 기법의 MAC 프로토콜 중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다. Pure ALOHA에서 단말은 전송

할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전송한다. 이때 2개 이상의 단

말이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중복되게 전송하면 충돌이 

발생하고 모든 데이터는 전송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내에 ACK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단말은 

대기시간(BT: back-off)을 임의로 선택하고 BT 이후에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한편, S-ALOHA(Slotted ALOHA)는 Pure ALOHA

와는 달리 단말들이 모두 동기화되어 있고 시간슬롯의 

시작점에서만 데이터를 전송한다. S-ALOHA에서 n개
의 단말들은 시간슬롯을 공유하고 일정한 확률로 데이

터를 전송한다. 만약 특정 시간슬롯에서의 데이터 전송

이 실패했다면 해당 데이터는 전송버퍼에 저장된 후 BT 
이후 다시 전송을 시도하며 이러한 과정은 데이터 전송

이 성공될 때까지 반복된다[9, 10]. 
ALOHA 계열의 프로토콜은 동작 절차가 매우 단순

할 뿐 아니라 채널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통제소가 

필요 없고 무한대의 단말들이 가입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ALOHA 계열의 프로토콜은 위

성통신망, 이동통신망, LAN(Local Area Network),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센서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송 데이터의 충돌 완화

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낮은 전송 공평성(fairness)
과 낮은 전송 용량(throughput) 등은 ALOHA 계열의 시

스템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2.2. 백오프(back-off) 알고리즘 

백오프 알고리즘은 S-ALOHA와 같이 임의접속

(random access) 방식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환경에서 데

이터 전송시 충돌이 발생한 경우 네트워크 혼잡을 회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대기한 후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알고리즘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충돌이 연속해서 발

생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CW(Contention Window)가 증

가하며 실제 대기시간은 0에서 CW 사이의 값에서 랜덤

하게 선택된다[11]. 대표적인 백오프 알고리즘인 

BEB(binary exponential back-off) 알고리즘의 예를 통

해 백오프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동작절차를 알아본다. 

BEB 알고리즘의 동작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데이터 충돌이 발생했을 때, CW는 1이다. 
이때 시간슬롯의 길이는 해당 프로토콜이 적용되

는 응용체계와 주파수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단말

은 대기시간을 0과 1 사이에서 랜덤하게 선택한다. 
즉, 단말은 1/2의 확률로 대기시간 없이 데이터를 

재전송할 수도 있고, 1/2의 확률로 1개 시간슬롯을 

대기할 수도 있다. 
2) 만약 재전송이 c번 연속해서 실패하는 경우, CW

는 2c-1 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0과 2c-1 
시간슬롯 사이에서 랜덤하게 선택된다. 즉, 연속

한 재전송 실패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적으로 대

기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시스템에 따

라서 c의 상한값을 설정할 수도 있다. 즉, 연속한 

재전송 실패가 c번 이상 계속되더라도 최대 대기

시간은 2c-1 시간슬롯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백오프 알고리즘은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SMA/CD(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 S-ALOHA 등 

경쟁기반 기법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많은 시스템에 적

용되어 있다. 그리고 연속된 재전송 횟수와 사용자 우

선순위를 고려하여 CW를 적절하게 변경하는 다양한 

백오프 알고리즘이 계속 연구되고 있다[12-14]. 
백오프 알고리즘의 기본 목적은 채널에 접근하고자

하는 단말의 수가 집중되어 충돌이 유발되는 경우 충돌

을 야기한 단말들의 전송 기회를 넓게 분산시켜 충돌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전송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

만 연속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단말의 경우 채널접근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급격히 증가된다. 즉, 채널접근에 성

공한 단말에게 더 많은 접근 기회가 주어지고 반대로 채

널접근에 실패한 단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접근 기

회가 주어지게 되어 공평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
편,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한 직후 이를 센

싱한 다수의 센서들에게 균형된 데이터 전송 기회를 보

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의 종합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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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하는 기법

3.1. 노드의 상태 유형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노드의 현재 상태를 과거 

전송시도(직전의 전송시도)의 결과와 현재 전송시도의 

결과를 기초로 결정된다. Ti∈{S, F}를 i번째 전송시도

의 결과라 하자. 여기서 S와 F는 전송성공과 전송실패를 

각각 의미한다. 표 1은 노드의 4가지 상태를 나타낸다. 
각 노드는 4가지 상태 중 하나의 상태에 머물게 되며 상

태천이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State Transition Diagram for a node 

3.2. BW와 CW의 변경 및 BT의 선택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각 노드는 BW(Blind Window)
와 CW(Contention Window)라는 양의 정수값을 유지한

다. 노드가 네트워크에 가입된 직후의 BW와 CW는 각

각 BW0, CW0 이다. 그리고 노드의 상태 천이에 따라 

BW와 CW의 값은 변경되지만 각각 BWmax, CWmax 이
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한편, BT는 BW와 CW에 의

해 랜덤하게 선택된다. 노드의 상태별 BW, CW, BT의 

값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min(a, b)는 정수 a와 b 중 작

은 값을 반환하는 함수이며, rand(a, b)는 정수 a와 정수 

b 사이의 정수값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반환하는 

함수이다. 그리고 α, β는 각각 BW, CW의 크기를 조정

하는 파라미터이다. 

State Description

SS Initial state or 
Ti-1=S, Ti=S

SF Ti-1=S, Ti=F

FS Ti-1=F, Ti=S

FF Ti-1=F, Ti=F

Table. 1 States of nodes 

3.2.1. 상태 SS
상태 SS는 직전 시도에서 성공하고 현재 시도에서도 

성공한 상태이다. SS 상태가 지속된다면 BWi는 α배씩 

계속 증가하지만 CWi는 변경되지 않는다. BTi는 BWi와 

CWi 사이의 값에서 랜덤하게 선택되기 때문에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증가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

다. 즉, 다른 노드에 비해 전송 기회가 점점 적어진다. 다
시 말해 해당 노드는 이미 많은 전송 성공을 한 상태이

기 때문에 전송 기회를 적게 갖는다는 것은 공평성이 향

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if  

  
(1)

3.2.2. 상태 SF 
상태 SF는 직전의 시도에서는 성공했으나 현재 시도

에서 실패한 상태이다. 따라서 혼잡제어 차원에서 CWi 
는 CWi-1를 β배 만큼 증가시키고 BWi는 초기값으로 변

경한다. BTi는 BWi와 CWi 사이에서 선택된다. 해당 노

드는 직전 시도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BWi는 이미 초

기값보다 큰 상태이다. 따라서 BWi를 초기화하지 않는

다면 현재 시도에서 실패한 노드가 대기시간이 불필요

하게 길어질 확률이 높게 된다. 

3.2.3. 상태 FS 
상태 FS는 직전 시도에서 실패했으나 현재 시도에서 

BWi CWi BTi

SS min(αBWi-1, BWmax) CWi-1 rand(BWi, CWi) or CWi

SF BW0 min(βCWi-1, CWmax) rand(BWi, CWi)

FS αBW0 CW0 rand(BWi, CWi)

FF αBW0 min(βCWi-1, CWmax) rand(0, CWi) or rand(0, CWi-BWi)

Table. 2 Values of BW, CW and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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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상태로 BWi를 αBW0로 설정하고 CWi는 초기값

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BTi는 BWi와 CWi 사이에서 선

택된다. 직전 시도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CWi가 초기

값에서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CWi를 초기화한다. 그
리고 현재 시도에서 성공한 상태이므로 다음 시도에서 

너무 짧은 BTi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Wi를 αBW0

로 설정한다.

3.2.4. 상태 FF
상태 FF는 직전 시도에서 실패했고 현재 시도에서도 

실패한 상태이다. 상태 FF에서의 BT는 식 (2)에 의해서 

선택된다.

      if  max

   
(2)

상태 FF가 지속된다면 CW는 β배씩 계속 증가하고 

결국 CWmax에 이르게 된다. 만약 BTi를 다른 상태에서

처럼 BWi와 CWi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다면 해당 노드

가 패킷 전송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그 만큼 크게 증

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다른 노드에 비해 전송 기회

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평성이 악화된다. 제안하

는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 

FF일 때 CWi가 CWmax 보다 작은 경우에는 0과 CWi 사
이에서 BTi를 선택하고 CWi가 CWmax 인 경우에는 0과 

CWi-BWi 사이에서 BTi를 선택한다. CWi가 CWmax에 

도달한 이후에도 상태 FF가 지속된다면 CWi의 값은 

CWmax로 유지된다. 반면 BWi는 α배 만큼 계속 증가한

다. 따라서 BTi가 점점 더 작은 값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

진다. 즉, 해당 노드에게 전송 기회가 보다 많이 부여되

어 공평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림 2는 각 상태별로 CWi, BWi, BTi의 관계를 도식

적으로 나타낸다. 

Ⅳ.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S-ALOHA 시스템에 

적용하여 BEB가 적용된 S-ALOHA 시스템과의 성능을 

공평성과 전송용량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4.1. 실험 환경

n개의 하위 노드가 1개의 상위 노드에게 데이터를 

S-ALOHA 방식으로 전송하며 모든 하위 노드들은 실험

이 종료될 때까지 각 노드는 전송할 데이터가 항상 존재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하위 노드가 같은 

슬롯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 충돌이 발생

하여 전송한 모든 데이터가 상위 노드로 전달되지 않는

다. 이때 캡쳐 효과(capture effect)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노드는 한 개의 슬롯내에서 전송 성공 또는 실패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BEB 기법이 적용된 S-ALOHA 시스템과 제안하는 

기법이 적용된 S-ALOHA 시스템 모두 CW의 초기값과 

최대값을 동일하게 설정한다. 표3은 실험에 사용했던 

주요 파라미터의 값이다. 특히 α, β는 다양한 실험을 통

해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값으로 선정하였다. 

Parameter Values

Number of slots 100,000

n 5, 10, 15, 20, 25, 30

CWmin / CWmax 4 / 512

BWmin / BWmax 1 / 512

α / β 2 / 2

Table. 3 Parameter values for simulation

4.2. 성능 지표 

제안하는 기법의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Jain's 
Fairness Index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CWi, BWi and BTi in node states. BTi is selected randomly in BTi period: 
(a) State SS, SF, FS (b) State FF in case of CWi < CWmax (c) State FF in case of CWi = CW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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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xi는 실험 시간 동안 i번째 하위 노드가 데

이터 전송에 성공한 횟수를 나타낸다. F는 1/n(최악의 

경우)과 1(최선의 경우) 사이의 값이며, 1/n에 가까울수

록 공평성이 낮은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공평성이 높

은 것이다. 
실험이 종료된 후 시간슬롯은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슬롯(Ns), 데이터 충돌이 일어난 슬롯(Nf), 데이터 전송

시도가 일어나지 않은 슬롯(Ni) 등으로 구분한다. 한편, 
시스템의 전송용량은 식 (4)와 같이 전체 슬롯의 개수

(Ntot)에서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슬롯의 개수(T=Nsucc/Ntot)
로 정의한다. 

  

 (4)

4.3. 실험 결과

n이 5, 10, 15, 20, 25, 30으로 변경하여 BEB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의 공평성, 전송용량을 측정하였다. 이때 

α와 β는 모두 2로 설정하였다. 

4.3.1. 공평성 비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이 증가할수록 두 기법 

모두 공평성이 감소한다. 이는 n이 증가할수록 시스템

에 유통되는 트래픽이 증가하여 이를 적절히 분산시키

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BEB 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이 모든 경우에서 공평성이 높을 뿐 아니

라 n의 증가에 따른 공평성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작

다. 제안하는 기법은 BEB 기법에 비해 공평성을 최소 

3.6%에서 최대 13.4%까지 향상시키며 평균적으로는 

9.0%를 향상시킨다.

4.3.2. 전송용량 비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기법 모두 n이 10이 될 

때까지는 전송용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전송용량

이 감소한다. 이는 트래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

게 되면 슬롯 충돌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리고 제안하는 기법은 BEB에 비해 조금 낮은 전송용량

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기법은 전송 성공이 지속되는 노

드에게 인위적으로 대기시간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이

다. 제안하는 기법은 BEB 기법에 비해 전송용량을 최소 

2.0%에서 최대 5.8%까지 저하시키며 평균적으로는 

3.0% 저하시킨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에 의해 향상되

는 공평성에 비하면 저하되는 전송용량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4.3.3. α와 β의 영향 분석

α는 BEB 기법에는 사용되지 않고 제안하는 기법에

만 적용되는 파라미터이다. α의 증가는 연속적으로 전

송에 성공하는 노드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α 값을 통해 특정 노드에 의해 슬롯사용

이 독점되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α는 특정 노드

가 r번 이상 연속적으로 전송에 실패한 경우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정도를 조정한다. 즉 α가 클수록 대기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α가 작을수록 완만하게 줄어든다. 그
리고 r값은 식 (5)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α는 r값의 결정

에도 관련이 있다. α가 증가할수록 r은 작아지고 α가 감

소할수록 r은 커진다. 

  ⌈logmin

max⌉ (5)

반면 β는 BEB 기법과 제안하는 기법에 동일하게 적

용되는 파라미터이다. β의 증가는 전송에 실패한 노드

Fig. 3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scheme and BEB algorithm: fairness and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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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β값

을 통해 트래픽의 분산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β가 클수

록 대기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β가 작을수록 완만하

게 증가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S-ALOHA 시스템에서 노드들의 전송 공

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형된 백오프 알고리즘을 제

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노드의 현재 전송결과 뿐 아

니라 과거의 전송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전송 대기시간

을 선정한다. 
기존 BEB 알고리즘은 연속해서 전송에 실패한 노드

의 전송 대기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기법은 일정 횟수 이상 연

속으로 전송에 실패한 노드의 대기시간은 점차 감소시

키고 반대로 연속해서 전송에 성공한 노드의 대기시간

은 점차 증대시켜 시스템의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제안

하는 기법을 모의실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한 결과 제안

하는 기법이 기존 BEB 기법에 비해 전송용량은 다소 감

소(최대 5.8%, 최소 2.0%, 평균 3.0%) 시키지만 공평성

은 크게 증가(최대 13.4%, 최소 3.6%, 평균 9.0%) 시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이 공평성이 

중요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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