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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센서 노드들은 한정된 전력의 배터리로 동작하므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은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전체 네트워크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MAC 계층에서의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CA-MAC(Context 
Adaptive MAC)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CA-MAC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각 버퍼 임계값을 싱크와 

노드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노드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전체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킨

다. 또한, 전송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센싱된 데이터의 긴급 여부에 따른 전송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성능 평가는 

OMNeT++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에 제안되었던 S-MAC 및 T-MAC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제

안된 기법이 데이터 전송 시간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무선 센서 네트워크(WSN), MAC 프로토콜(MAC protocol), 전송 지연(transmission latency), S-MAC, T-MAC

I.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많은 수의 센서 노드들을 자율적 네트워크 배

치의 다기능을 보유한 센서를 통해서 원격 정보 수집으로 여러 분

야에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는 미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센서 노드들은 유지 및 보수가 어렵고 초소형으로

써 한정된 에너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battery)가 모두 소모

된 노드의 재충전 및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무선 센서 네트워

크에서의 센서 노드들은 제한된 양의 배터리로 동작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를 관리하여야 한다. 결국, 각 노드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수명(lifetime)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S-MAC (Sensor-MAC)과 T-MAC(Time-out MAC)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 MAC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일정한 트래픽 

부하(traffic load)에서는 T-MAC이 S-MAC과 같은 성능을 보이

지만, 가변적인 트래픽 상황에서는 S-MAC 프로토콜보다 많은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한다.
하지만, 데이터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오버히어링(overhearing)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발생되며 타

이머(timer)로 인해 더 큰 데이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

운 상황 적응적 MAC 프로토콜(Context Adaptive MAC pr 
otocol)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CA-MAC 프로토콜은 센서 노드의 

버퍼(buffer)에 임계값(threshold)을 적용하고, 노드는 데이터 양

이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에 전송, 미만일 경우 타이머를 동작 시켜 

조기에 슬립(sleep) 모드로 전환한다.
따라서, 버퍼 임계값은 싱크와 노드의 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므로 노드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전체 네트워크의 에너

지 효율성을 향상 시킨다. 또한, CA-MAC에서 전송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센싱된 데이터의 긴급 여부에 따른 전송을 수

행함으로써 데이터 상황 적응적 전송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CA-MAC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새로운 RTS (Request-to-Send) 
프레임(frame) 구조를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의 대표적 MAC 프로토콜인 그림 1과 같은 

S-MAC과 그림 2와 같은 T-MAC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문제

점들을 분석한다. S-MAC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802.11의 단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362

점을 보완한 프로토콜로써, 지역 동기화 기반의 노드들이 경쟁을 

통해 채널을 획득하는 MAC 프로토콜이다.

그림 1. S-MAC 동작 방식.

Fig. 1. Operating Mode of S-MAC.

T-MAC은 S-MAC의 고정된 듀티 사이클로 인한 에너지 낭비

와 전송량이 많을 경우, 고정된 활성(active) 시간 동안에 데이터 

전송 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림 2. T-MAC 동작 방식.

Fig. 2. Operating Mode of T-MAC.

T-MAC은 타이머 동작 시간 동안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다면, 
그 활동 노드들은 다음 주기의 시작까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슬립 상태로 된다. 활성 시간 앞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 하고, 
송수신 데이터가 없다면 일정 시간만큼의 타이머를 동작시켜 

S-MAC보다 먼저 슬립 모드가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유휴상태(idle listening)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T-MAC은 데이터 발생 빈도가 증

가함에 따라 오버히어링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추가적인 에

너지 소모가 야기된다. 또한, 듀티 사이클에 상관없이 타이머를 동

작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S-MAC보다 큰 

데이터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III. 본 론

1. CA-MAC

1.1 구조

CA-MAC은 각 노드의 버퍼에 차등적인 임계값을 설정한다. 이 

임계값은 각 노드와 싱크와의 홉 수(hop count)에 따라 달라지며,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임계값을 초과하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제
안된 기법에서 타이머는 T-MAC과 유사하며, 노드는 타이머가 동

작하는 동안 RTS, CTS(Clear-to-Send), FRTS (Future RTS) 제
어 패킷을 수신 받거나 어떠한 데이터 패킷도 송신하지 않으면 슬

립 모드가 된다. 기존의 프로토콜은 트래픽양이 다양하게 변화하면 

효율성이 감소하는 반면에 CA-MAC프로토콜은 노드와 싱크의 홉 

수를 기반으로 버퍼에서 동적 임계값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

적화한다. 그림 3은 CA-MAC의 개념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 제안된 프로토콜의 구조.

Fig. 3.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protocol.

1.2 동작

CA-MAC의 동작은 슬립 모드 동안에 센싱된 데이터가 버퍼에 

누적되고 활성 모드에 센싱된 데이터의 양이 임계값을 넘을 때 데

이터를 전송한다. 한 노드가 데이터 패킷을 생성할 때 패킷 헤더에 

감지 시간, 노드 ID, 및 상황(context)의 등급 등을 기록한다.

1.3 버퍼 임계값 설정

버퍼 임계값의 설정은 홉 수를 기반으로 각 노드에 차등적 값으

로 부여하고, 센싱된 데이터가 명시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데이

터를 전송한다. 모든 노드가 같은 임계값을 가지므로 데이터를 수

신한 노드는 버퍼 임계치를 초과하여 다음 노드로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Parameter Value

Qthresh 버퍼 임계값

Qtotal 버퍼의 총 크기

Qa 버퍼에 누적된 데이터 양

표 1. 임계값 결정에 사용된 파라미터

Table 1. The list of the parameters for critical value

따라서, 제안하는 CA-MAC은 멀티 홉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

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각 노드의 버퍼 

임계값을 싱크 노드로부터의 홉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한다. 
그림 4는 각 노드가 싱크 노드로부터 홉 수에 의한 버퍼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노드-D의 버퍼가 임계값를 초과한 후 노

드-C에 패킷을 전송할 경우 노드-C가 지닌 임계값이 이전 노드인 

노드-D보다 크기 때문에 슬립 상태로 전환할 확률을 높인다. 이 

접근 방법은 각 노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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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싱크와 노드의 홉 수에 따른 임계값 설정.

Fig. 4. Threshold setting based on the hop-count from the sink.

노드의 임계값 결정을 위해, α와 λ를 파라미터로 사용한다. α는 

홉 수(hop count)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이고 λ는 임계값의 변화율

이다. α가 소스 패킷(Ntotal)의 홉 수와 싱크 노드(Nown)의 홉 수

의 차와 같거나 더 클 경우, 임계값 Qthresh는 다음과 같은 식(1)
에 의해 결정된다.

  { }( ( ))  ,  ( )total ownN N
thresh total total ownQ Q N Nal a- -= ´ > -      (1)

여기서 Qtotal 는 버퍼의 크기이고, 0≤ Qthresh<1이다. α가 

그 차보다 더 작거나 두 홉 수가 같을 때(즉, 근원 노드일 경우) 
임계값은 아래의 식(2)과 같다.

  ,   ( )    0thresh total total own total ownQ Q N N or N Nl a= ´ < - - =   (2)

1.4 우선순위 데이터 전송

CA-MAC은 싱크와의 홉 수에 따른 각 노드의 차등적 버퍼 임

계값 정책 외에 데이터 상황을 이용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른 전

송 방식도 사용한다. CA-MAC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모아 임계값 초과 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적인 측

면에서 성능이 저하 된다. 따라서, 데이터 전송지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타입과 우선순위를 분류

하여 긴급한 데이터에 대한 빠른 전송을 보장한다. 그림 5에서는 

제안된 프로토콜에서 데이터 우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해 IEEE 
802.11의 메시지에 새로운 필드인 data priority를 추가한 RTS 
프레임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5. CA-MAC 프로토콜의 RTS 프레임 구조.

Fig. 5. The structure of RTC frame of CA-MAC of protocol.

RTS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data priority 필드 값을 확인하

여 긴급을 요하는 메시지 일 경우 현재 버퍼의 데이터의 양과 임

계값에 상관없이 전송을 시도하게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은 OMNet++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진행

하였고, 그 목적은 에너지 효율성의 확인을 위해서다. 그림 6은 낮

은 트래픽 부하(low traffic overhead)에서 S-MAC, T-MAC, 
CA-MAC 프로토콜의 데이터 전송 홉 수에 대한 측정된 전송 지

연 시간을 보여준다. CA-MAC은 높은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을 

가진다. 그 이유는 노드의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가 임계값을 초과

할 경우 데이터를 이웃 노드로 전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A-MAC에 우선순위 전송 기법을 적용할 경우 주기적인 슬립 모

드를 하지 않는 MAC 프로토콜과 지연 시간은 비슷하며 기존 프

로토콜에 비해 더 낮은 지연 시간을 갖는다.

그림 6. 전송 지연.

Fig. 6. Latency.

그림 7은 S-MAC, T-MAC, CA-MAC에서 노드 수 증가에 따

른 네트워크 전체 에너지 소비를 보여준다. CA-MAC은 싱크와 

노드의 홉 수에 따른 차등적 버퍼 임계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프로토콜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됨

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환경에서 노드 수를 16에서 100까지 증

가시킬 때, 100개의 노드에서 CA-MAC은 S-MAC, T-MAC 보
다 약 67%, 75% 에너지 향상을 보인다.

그림 7. 에너지 소비.

Fig. 7. Energ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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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된 CA-MAC 프로토콜이 기존의 

S-MAC, T-MAC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적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

운 상황 적응적 MAC(CA-MAC)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주요 이슈인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키고, 발생

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 감소를 위해 센싱된 데이터의 

긴급 여부에 따른 전송으로 데이터 상황 적응적 전송을 보장한다. 
향후 연구는 정제된 상황 정보에 기반한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

고 프로토콜을 실제 하드웨어에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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