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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은 데이터 손실 비율을 증가시키고, 송 지연이 길어지는 문제 을 야기한다. 기존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한 혼잡 제어 방법들은 혼잡을 단하고, 혼잡에 연 된 센서노드들을 선택하여 샘 링 주기를 조 함으로써 송량을 이는 방법을 사용한

다. 그러나 샘 링 주기 조  기법은 시간  데이터 손실에 민감한 응용에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에서의 혼잡을 해결하는 새로운 혼잡 제어 기법인 ACT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ACT기법에서는 큐 감시를 통해 다  큐 임계값을 사용하여 네

트워크의 상태를 단한다. ACT는 혼잡 발생시 패킷 송 간격을 조 하는 응  흐름 제어 기법을 통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며 패킷 

단 기법을 통하여 노드간의 공평성을 보장한다. 한 압축을 이용하여 센서노드 간 송량을 조 하도록 하여 이용가능한 데이터양을 증가시

킨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ACT기법이 기존 로토콜에 비해 네트워크의 패킷 송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센서노드들에게 공평성있는 데이터 

송을 제공함을 보인다.

키워드 : 센서네트워크, 혼잡, 혼잡탐지, 혼잡회피, 흐름제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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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ges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 increases the ratio of data loss and causes the delay of data. The existing congestion 

protocols for wireless sensor network reduces the amount of transmission by control the sampling frequency of the sensor nodes related to 

the congestion when the congestion has occurred and was detected. However, the control method of sampling frequency is not applicable 

on the situation which is sensitive to the temporal data loss. In the paper, we propose a new congestion control, ACT – Adaptive 

Congestion conTrol. The ACT monitors the network traffic with the queue usage and detects the congestion based on the multi level 

threshold of queue usage. Given network congestion, the AC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network by adaptive flow control method which 

adjusts the frequency of packet transmission and guarantees the fairness of packet transmission between nodes. Furthermore, ACT 

increases the quality of data by using the variable compression method. Through experiment, we show that ACT increases the network 

efficiency and guarantees the fairness to sensor nodes compared with existing method.

Keywords : WSN, Congestion, Detection, Avoidance, Flow Control, Compression

1. 서  론 1)

최근 MEMS와 마이크로 로세서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

의 발 으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많이 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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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센서 네트워

크는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환경 정보들을 수집하여 달

하는 것을 목 으로 군 감시, 동식물의 모니터링, 구조물 

안  감시 등 많은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혼잡을 제어하기 한 많은 기법들

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센서노드는 

한정된 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력으로 동작해야 하고, 

무선 송 방식으로 인한 시공간  데이터 손실 등의 특징

으로 인하여 다른 근 기법이 요구된다[1]. 혼잡으로 인해 

손실된 데이터를 재 송하는 것은 송 지연과 네트워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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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가 시키고, 부가 인 력을 소모하는 문제 을 래

한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센서 네트워크를 한 

혼잡 제어 기법들은 가장 큰 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송

횟수를 임으로써 소모 력을 여야 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발생한 혼잡을 해결하기 해 센서

노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이는 기법이 센서 네트

워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5,6,7]. 이러한 기법들은 

센서노드에서 혼잡이 탐지되면 혼잡과 연 된 센서노드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센서노드들의 샘 링 주기를 조 하여 

송량을 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데이터의 정

확한 분석을 해 시간당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필요

로 하는 응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을 탐지하고, 혼잡을 

해결하는 새로운 혼잡 제어 기법인 ACT(Adaptive Congestion 

conTrol)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ACT기법은 혼잡 탐지 기법

과 혼잡 회피 기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혼잡 탐지 기법

은 네트워크의 혼잡을 감시하는 단계로 센서노드의 큐 상태

에 따라 혼잡 상태와 비혼잡 상태를 구분하는 다  큐 임계

값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의 상태

를 단하고, 자신의 상태에 따른 패킷 송량을 설정한다
[11]. 두 번째 혼잡 회피 기법은 흐름 제어, 압축, 그리고 

달 종류 별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흐름 제어 기법은 

부모노드의 상태에 따라 자식노드의 데이터 송 주기를 조

한다. 둘째 압축은 부모노드의 상태에 따라 압축률을 조

하여 송량을 조 한다. 셋째 패킷 단 기법은 균등한 

송 기회를 보장하기 하여 자신의 생성 데이터의 양을 

조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선 센서 네

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혼잡 제어 기법들에 한 련연구들

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혼잡 제어기법을 설명하

고, 4장에서는 구 된 혼잡 제어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네트워크상에 혼잡이 발생하면 무선 통신상의 경쟁으로 

인한 패킷 충돌이나 큐 오버 로우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인 네트워크에서의 혼잡 제

어 기법들은 무선 통신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센서 

네트워크에는 합하지 않다
[11,12].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센서 네트워크에서 혼잡을 감지하고 혼잡을 해결하

기 한 혼잡을 제어하는 ESRT, CODA 등의 혼잡 제어 기

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5,6].

심 지역에 한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경우

에 사용하는 ESRT(Event-to-Sink Reliable Transport)은 샘

링 주기와 싱크의 요구량에 따른 수신량의 연 성을 이용

하여, 최 으로 동작하는 역을 도출한다. 시스템이 최 의 

역 안에서 동작하게 하기 해서 싱크가 혼잡 제어를 담당

하고, 폐쇄 반복 신호를 이용하여 센서노드들의 송 주기를 

조 한다. 만약 센서노드에 혼잡이 발생하면 싱크는 혼잡을 

제어하기 해 네트워크의 모든 센서노드들에게 송량 조  

패킷을 로드 스 한다. 그러나 ESRT의 로드 스  기

법은 네트워크의 모든 센서노드에 달되기 때문에 센서 네

트워크내에 많은 력이 소모되는 단 이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을 감지하고 회피하기 한 기

법인 CODA(Congestion Detection and Avoidance)는 두 개

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되고, 세 단계를 통해 동작한다. 1 단

계는 지역  혼잡을 단하는 단계로 센서노드들의 큐 사용

량과 채 의 부하를 이용하여 최  처리 임계값 이상이 되

면 혼잡으로 단한다. 2 단계는 센서노드 간의 흐름을 제

어하는 단계로 부모의 패킷을 수신하여 부모가 혼잡 상태이

면 일정시간 동안 데이터 송을 단한다. 네트워크의 모

든 센서노드들 사이의 공평성이 보장하기 해 싱크를 이용

하여 센서노드들의 샘 링 주기를 조 하는 3 단계의 샘

링 주기 조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샘 링 조  메커니즘

은 혼잡이 발생할 경우 ACK를 이용하여 센서노드들의 샘

링 주기를 조 함으로써 넓은 범 의 혼잡을 제어한다. 

이러한 CODA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샘 링 주기를 조 하

여 송량을 조 하기 때문에 샘 링 주기 조 로 인한 데

이터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낮아지

는 단 이 있다.

CCF(Congestion control and Fairness)기법에서는 패킷 서

비스 시간을 이용하여 가능한 서비스 시간과 혼잡을 감지한다[16]. 

CCF에서는 서비스 이트와 자식 노드수에 따라 송 이트

를 조 함으로써 혼잡을 제어한다. CCF는 패킷 에러 이트

가 높거나 노드별 송 데이터 양이 다를 경우에 효율성이 낮

아질 수 있다. ARC (Adaptive Rate Control) 기법에서는 

LIMD (Linear increase and Multiplicative decrease)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17]. 부모노드로 패킷을 송한 자식노드가 부모노

드가 자신의 패킷을 송하는 것을 감지하면 자신의 송 

이트를 서서희 증가시킨다. 반 로 부모노드가 자신의 패킷을 

송하지 못하면 혼잡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송 이트를 

격히 감소시킨다. ARC에서는 혼잡감지나 혼잡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메시지로 인한 오버헤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노드의 큐가 크면 패킷이 계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혼잡에 빠르게 응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진

다. PCCP(Priority-based Congestion Control Protocl)에서는 

노드별로 우선순 를 부여하며 혼잡발생시 우선순 에 따라 

패킷을 송한다
[18]. 혼잡이 심해져서 부모노드로 패킷을 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모느드를 찾아서 여러 경로로 

패킷 송을 시도한다[19].

3. 응  혼잡 제어 기법: ACT 

ACT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 제어 기법으로서 혼잡

탐지 메커니즘과 혼잡회피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첫째 혼

잡 탐지 메커니즘에서는 각 센서노드들이 패킷을 생성할 때

와 패킷을 수신할 때 혼잡을 감시한다. 각 센서노드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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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STATE1
if(  == FALSE or  > ) CS = '00';  = 0;

 = TRUE; ++;
elseif( )  // STATE2

if(  == TRUE) CS = '01';
 =  = FALSE; 

th

nc nc nc

nc

th th

avg min
state1 cnt duration cnt

state1 cnt
min avg mid

state3
state1 state3 st

<

≤ <

 = TRUE;  = 0;
elseif( )  // STATE3

if(  == TRUE) CS = '10';
 =  = FALSE;  = TRUE;  = 0;

elseif( )  // STATE4
if(  == FALSE or  > 

nc

th th

c

th

c

ate2 cnt
mid avg max

state2
state2 state4 state3 cnt

max avg
state4 cnt duration

≤ <

≤
) CS = '11';  = 0;

 = TRUE; ++;
Variables:

:   
: STATE1   

: STATE4   
Fixed paramenters:

: STATE1  
: STATE4  

c c

c

nc

c

nc

c

cnt
state4 cnt

avg
cnt
cnt

duration
duration

평균큐사이즈

의지속횟수

의지속횟수

지속임계값

지속임계값

<표 1> 다  큐 임계값 알고리즘

CS Bits 혼잡상태 표시

00 원활 상태

01 혼잡 해제

10 혼잡 발생

11 송 지

<표 2> 데이터 패킷의 혼잡 상태 표시

 큐 임계값 알고리즘에 따라 혼잡  비혼잡 상태를 단

하고, 자신의 상태를 송 패킷에 설정한다. 

둘째 혼잡회피 메커니즘은 흐름 제어, 압축, 그리고 패킷 

단 기법으로 구성된다. 부모노드의 상태에 따라 자식노드

는 흐름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송 간격을 조 하여 부모

노드로 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조 하고, 동시에 압축을 

이용하여 자신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을 조 한다. 혼잡 

감시와 동시에 센서노드는 단  시간마다 자신의 상태를 

단하여 혼잡 상태일 경우 자신이 생성한 패킷과 자식노드들

로 부터 싱크로 계하는 패킷의 비율을 확인하여 압축률을 

조 한다. 

3.1 혼잡 탐지

3.1.1 다  큐 임계값

ACT는 다  큐 임계값을 사용하여 혼잡의 정도를 구분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 인 혼잡 제어를 수행한다. 다

 큐 임계값은 최  큐 크기에 따라 최  임계값( thmax ), 
간 임계값( thmid ), 최소 임계값( thmin )을 설정하여 큐의 상
태를 네 개의 역으로 구분하고, 재 센서노드의 큐 사용량

( cur )의 변화에 따라 단  시간 i (EPOCH INTERVAL) 동

안의 평균 큐 사용량( iavg )을 1
1 T

i t t
avg T cur

=
= ∑ 에 따라 

계산한다. 단  시간( i )은 송 패킷이 생성될 때까지의 시간
을 나타내며, 단  시간( i ) 동안의 평균 큐 사용량( iavg )에 
따라 재 센서노드의 상태가 결정된다.

<표 1>의 다  큐 임계값 알고리즘에서와 같이 역

1(STATE1)은 thavg min< 인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비혼잡 역

이고, 역2(STATE2), 역3(STATE3)은 th thmin avg max≤ <

인 역으로, 약한 혼잡 상태이다. 그에 반해 역 4(STATE4)

는 thmax avg≤ 인 심한 혼잡 역을 나타낸다. Midth는 

간 임계값으로 큐 상태가 역 3으로 변하면 노드는 큐로 들

어오는 패킷들  일부를 선택 으로 제거한다. 만약 혼잡이 

심화되어 역 4로 변하면 큐가 가득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모든 수신 패킷을 제거한다.

3.1.2 지속 임계값

다  큐 임계값은 역이 변화하는 경우에만 혼잡 상태를 

단하기 때문에 하나의 역에 지속 으로 머무르게 되면 

혼잡을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태의 변화가 없

는 경우에도 혼잡을 제어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다. ACT

에서는 혼잡 지속 임계값을 설정하여 상태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혼잡 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지속 임계값은 패킷이 큐로 들어오면 해당 역의 지속값

을 증가시키고, 만약 지속값이 지속 임계값 이상일 경우 해

당 역의 상태에 따라 CS bits를 설정하고, 값을 0으로 

기화한다. 지속 임계값은 혼잡이 발생하여 지속 으로 유지

될 경우에 사용된다. 기존의 방식들에서는 혼잡발생을 알리

는 패킷을 한번만 송하기 때문에 자식노드들이 부모 노드

의 상태를 악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었다. 하지만 ACT

의 경우에는 혼잡이 지속되면 이를 주기 으로 자식노드들

에 통보하여 혼잡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자식

노드들이 혼잡을 회피하기 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 임계값은 다  임계값의 수, 센서노드의 큐 크기, 

네트워크 토폴로지, 네트워크의 체 센서노드의 수 등에 

크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최 의 지속 임계값은 큐 오버

로우 비율이 가장 작은 경우의 값을 설정한다.

3.1.3 혼잡 

혼잡 제어를 해 혼잡 발생시 마다 혼잡을 알리는 제어 

패킷을 송하면 혼잡이 가 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패킷

에 센서노드의 상태를 달하는 혼잡 상태 표시 기법이 필요

하다[10]. ACT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각 센서노드는 패킷

의 헤더에 2 bits의 CS(Congestion State) bits를 설정한다
[12].

평균 큐 사용량을 확인한 뒤, 혼잡이 없는 원활한 상태인 

경우에는 CS bits을 ‘00’로 설정하고, 혼잡이 해제되면 01’로 

설정한다. 혼잡이 발생하면 10’로 설정한다. 혼잡이 심화되어 

더 이상 큐에 패킷을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 노드로 패

킷 송 단을 알리는 ‘11’로 설정한다.

3.2 혼잡 회피

3.2.1 흐름 제어

ACT에서 센서노드는 주기 으로 자식노드수(NUMC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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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ATMEGA 128L 8MHz

Memory 4K RAM / 128K FLASH

RF

Chipcon CC2420

IEEE 802.15.4/ZigBee

2.4GHz Frequency band

250Kbps Transmit data rate

-24dBm to 0 dBm RF power

20m to 30m indoor Range

<표 3> 시뮬 이션용 센서모트 사양

상 노드로 달한다. 여기서 자식노드수는 센서노드가 달

하는 모든 패킷의 생성노드(Source Node)를 의미한다. 센서

노드는 계하는 패킷의 헤더  생성노드 필드를 확인하여 

자식노드수를 계산한다. 자식노드는 부모노드의 자식노드수

(NUMPCN)를 수신하여 자신의 자식노드수(NUMOCN)으로 나

어 부모노드의 네트워크 부하  자신이 차지하는 비

(GNT, Gravity of Network Traffic)을 PCN

OCN

NUM
NUMGNT =

 

계산한다.

흐름 제어는 혼잡 발생시 자식노드의 송 간격을 지연시

켜는 방법이다. 혼잡 탐지의 결과에 따라 부모노드가 CS bits

를 설정한 후 송하면 이를 수신한 자식노드들은 자신의 

재 송 주기( PT , a Period of Transmission, default=0)를 

1)1( −+= nn PTNPT α 와 같이 설정한다. α 는 지연계수로 
CS bits이 ‘01’일 경우에는 0=α 으로 설정하여 재 상태

를 유지한다. CS bits가 ‘10’일 경우에는 GNT=α 로 설정하

여 송간격을 늘려 부모노드로 송되는 패킷수를 여 혼

잡을 완화시킨다.‘11’일 경우에는 송주기를 최 치로 설정

하여 부모노드로 패킷이 송되지 않도록 한다.‘01’을 수신한 

다음에 00’을 수신하면 부모노드에서 혼잡이 해결되어 상태

가 원활한 것이므로 GNT*)1(−=α 로 설정하여 송량을 

증가시킨다. 

3.2.2 압축

ACT에서는 혼잡이 발생할 경우 압축을 이용하여 송량

을 임과 동시에 데이터의 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다. 

ACT에서는 센서노드가 데이터를 감지하면, 얻어진 값은 양

자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양자화는 데이터 크기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자화를 수행하

지 않고, 혼잡이 발생할 경우에만 수행한다. 이것은 혼잡으

로 인한 데이터 손실보다 양자화를 통해 혼잡을 제어함으로

써 더 높은 송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분펄스

부호변조를 수행한다. ACT에서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이기 해 시간 t의 감지 값 tV 과 이  시간의 감지 값 

t -1V  사이의 차이를 구한다. 차분펄스부호변조를 사용할 경

우 변화가 없는 구간에서는 부분의 데이터가 0의 값을 가

지게 되고, 이후 가변길이 부호화를 용하여 데이터의 양

을 임으로써 송하는 패킷의 양을 인다
[14].

세 가지 압축기법들 에서 차분펄스부호변조와 가변길이 

부호화는 무손실 압축기법이며 양자화는 손실 압축기법으로 

양자화 단계를 조 하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조 할 수 

있다. 양자화 라미터 (QP, Quantization Parameter)값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어들기 때문에 상 노

드에서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하 노드들은 양자화 라미

터를 증가시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여 혼잡을 완화시

킨다. 상 노드로부터 수신한 패킷에 CS bit가 ‘10’으로 혼잡

이 발생하 음을 나타내면 11 += −nn QPQP 로 설정하여 생

성되는 패킷수를 감소시키며 ‘11’을 수신하면 QP를 최 치

로 설정하여 생성되는 패킷수를 최소화한다. 상 노드로부

터 혼잡해제를 나타내는 ‘01’을 수신하면 QP는 일정한 값을 

유지시킨다. CS bit가 ‘0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 노드의 

상태가 원활한 것이므로 생성되는 패킷수를 증가시키기  

11−= −nn QPQP 로 설정한다.

3.2.3 패킷 단

ACT에서의 각 센서노드는 패킷 종류 별 주기( PDInterval , 
Interval for Packet Decision)마다 자신이 생성한 패킷의 수와 

자신이 달하는 패킷의 수를 확인하고, 자식노드 수(NUMCN)

에 따라 압축률을 조 하여 공평성을 보완하는 패킷 단 알고

리즘을 사용한다. 큐에서 송하는 체 패킷의 수 (NUMTP)

에서 자신이 생성한 패킷수(OP, Own Packet)가 노드당 

평균 패킷 수(PPN, Packet Per Node)보다 클 경우 압축단

계에서 양자화 라미터를 증가시켜 생성되는 패킷수를 감

소시킨다. 즉 1+

=
CN

TP

NUM
NUMPPN

로 구할 때 PPNOP > 이

면 QP를 증가시키고 반 인 경우에는 QP를 감소시킨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ACT를 센서네트워크용 운 체제인 

TinyOS를 이용하여 구 하 고, TOSSIM과 TinyViz를 이

용하여 실험하 다
[9]. 100개의 센서노드를 고정 치에 배치

하고, 이웃하는 센서노드와의 통신 거리를 1홉으로 설정하

여 네트워크의 모든 센서노드들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각 센서노드는 임의의 데이터를 감지하며, 감지한 데이

터는 부모노드로 데이터를 송한다. 라우  로토콜로는 

TOSSIM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MintRoute를 사용하 다
[2]. 

센서노드는 CrossBow사에서 제작 매하는 Micaz 센서노

드를 기본으로 하 다[15]. Micaz 모트의 사양은 <표 3>과 

같다. 시뮬 이션의 세부 설정은 <표 4>와 같이 설정하

다. ACT의 성능 비교를 하여 기존의 혼잡 제어 기법인 

CODA를 동일한 환경에서 구 하여 서로간의 성능을 평가

하 다.

4.2 성능 척도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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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값

하 , 간, 상  임계값 24, 36, 48

큐 크기 64

패킷 크기 41

노드당 샘 링 수 5000

고정 샘 링 주기 62ms

최  지연 시간 255ms

송 가능 범 1 hop

유지 임계값 64

패킷 별 주기 3000ms

<표 4> 시뮬 이션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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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성 패킷 수

의 평가 요소들을 사용한다. 첫째 효율성(Efficiency, η )은 
네트워크의 체 데이터 송량과 싱크의 수신율에 따라 효

율 인 데이터 송을 평가한다. 둘째 각 센서노드의 데이

터 송량과 싱크의 수신율에 따른 센서노드별 데이터 수집

에 한 공평성(Fairness, φ )을 평가한다. 셋째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 (Quality of Data, QoD )은 센서노드들이 감지
한 데이터의 양과 싱크에서 수신한 데이터의 양을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을 평가한다[7, 13]. 

효율성(η )은 식 (1)으로 나타내어진다. U 는 싱크가 수
신한 패킷을 송한 센서노드의 집합, P 는 네트워크의 모
든 노드의 집합, nhops 는 싱크와 센서노드 n과의 홉 수, 

nr 는 센서노드 n으로부터 싱크가 수신한 패킷 수, ( )cS u
는 센서노드 u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의 송 패킷 수, 

( )fS u 는 센서노드 u가 자식들로 받은 패킷을 싱크로 달
하는 패킷 수이다.

( )

( ( ) ( ))

n n
n U

n f
n P

hops r

S u S u
η ∈

∈

×
=

+

∑
∑            식 (1)

공평성(φ )은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2
1

2
1

( )N
ii

N
ii

r

N r
φ =

=

= ∑
∑                 식 (2)

N은 체 센서노드 수를 나타내며 ri는 i번째 노드로부터 

수신한 패킷 수를 나타낸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QoD )은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i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나타내고, id 와 'id 는 

i시간 동안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과, 센서노드가 
감지하는 데이터의 양을 각각 나타내고, 데이터 손실률( iδ )

은 | ' |i i i id d dδ = − 와 같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

(QoD )는 아래 식 (3)과 같고, T는 단  실험 시간을 나타

낸다.

1

1 1
T

t
t

QoD
T

δ
=

= −∑ 식 (3)

4.3 생성 패킷 수

(그림 1)에서 패킷 생성량이 최 치로 증가하 다가 바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패킷 생성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네트워크에 혼잡이 탐지가 되어 패킷 생성량을 이기 

때문이다. CODA에서 혼잡이 탐지되어 혼잡 발생을 하 로 통

보하면 하 노드들이 AIMD(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를 용하여 패킷 생성량을 이기 때문에 패킷 생

성량이 격히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ACT

에서는 혼잡 발생시 응  흐름제어를 통하여 간 노드들

에서 송간격을 조 하기 때문에 혼잡 발생이 CODA에 비

해 천천히 되어 생성되는 패킷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4.4 효율성

혼잡발생시 가장 먼  이루어지는 것은 혼잡이 발생한 노

드에서 패킷을 버리는 것이다. 패킷이 싱크로 송되는 

간에 혼잡으로 인하여 손실되면 패킷이 손실되기 까지의 

달과정은 불필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자원이 낭비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CODA의 경우 센서노드에서 혼잡이 발생

하면 주 노드들이 일정시간 동안 송을 지하여 혼잡이 

완화되도록 한다. 하지만 일정시간 후에는 다시 모든 노드

들이 빠르게 패킷을 송하기 때문에 혼잡이 다시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싱크 주변의 노드들에서는 혼잡이 반복 으로 발생하여 패

킷이 지속 으로 손실되는 문제 이 있다. 네트워크 효율성

을 나타내는 (그림 2)에서 CODA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차 낮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CODA는 

단기 으로는 혼잡을 해결할 수 있으나 장기 으로 혼잡이 

반복되어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 을 가진다. 

이에 반해 ACT는 센서노드에 혼잡이 발생하면 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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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트워크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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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평성

드들이 응  흐름제어를 통해 송간격을 늘려 혼잡을 완

화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ACT와 CODA의 큰 차이 은 

CODA는 일시 으로만 송간격을 증가시키지만 ACT는 

혼잡이 해결될 때까지 송간격을 진 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혼잡이 발생한 노드에서 혼잡이 지속되면 혼

잡탐지기법 의 지속임계값을 통하여 혼잡이 지속되고 있

음을 주 노드들로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잡이 지속

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는 주 노드들은 송간격을 더욱 늘

려 혼잡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송간격이 늘어

나면 해당노드에도 혼잡이 발생하여 다시 하 노드들로 혼

잡발생이 통보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행

하면 혼잡이 차 하 로 달되어 최종 으로 트리의 제일 

하단까지 도달하면 네트워크 간에서는 패킷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하단의 일부 노드에서만 패킷이 손실된다. 

(그림 2)에서 보면 ACT의 효율성도 기에는 낮아지지만 

CODA에 비해서는 20%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여 최종 으로는 CODA

에 비해 두배이상 높은 효율성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4.5 공평성

CODA의 경우 혼잡이 발생한 노드가 취하는 동작은 하

노드들로 혼잡 발생을 통보하는 것 뿐이다. 상 노드로부터 

혼잡발생을 통보 받은 하 노드들은 패킷 송간격과 샘

링 주기를 조 하여 상 노드로 달되는 패킷량을 여 혼

잡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혼잡이 발생한 노드 자

체에서 생성되는 패킷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

체 생성되는 패킷수는 어들지 않는다. 노드들 간의 패킷 

송의 공평성을 보여주는 (그림 3)을 보면 CODA의 경우 

혼잡이 발생하면 노드간 공평성이 격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하 듯이 네트워크의 혼잡은 하

로 되는데 혼잡이 발생한 노드들에 패킷생성율은 지 

않기 때문에 상 노드들과 하 노드들간에 패킷생성  

송에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ACT에서는 혼잡회피기법 에 패킷 단을 

통하여 자신이 생성하는 패킷과 하 노드들로부터 송되는 

패킷의 비율을 단하여 자신이 생성하는 패킷량을 조 하

기 때문에 혼잡발생시 하 노드들의 패킷량이 감소하면 자

신이 생성하는 패킷량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혼잡이 하 노

드들로 되어 하 로부터 송되는 패킷량이 감소하면 

상 노드들도 패킷생성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CODA에 비

해 높은 공평성을 보장한다. (그림 3)에서 ACT도 CODA와 

마찬가지로 혼잡발생시 공평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

만 공평성이 10%정도로 감소하는 CODA비해 ACT는 50%

이상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CODA에 비해 5

배 이상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4.6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

혼잡발생시 패킷이 손실되는 것을 이기 해서는 근본

으로 센서노드들이 생성하는 패킷의 양을 여야 한다. 

CODA와 같은 기존의 혼잡제어 기법들에서는 혼잡발생시 

데이터 샘 링 주기를 늘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샘 링 간격이 늘어나면 시간당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고 따라서 생성되는 패킷양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샘 링 주기를 조 하면 시간당 생성되

는 데이터의 양이 기 때문에 시간당 고정 인 샘 링 주

기를 필요로하는 응용에 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다. 

ACT는 압축기법을 용하여 데이터의 시간  손실을 제거

한다.

(그림 4)는 싱크노드에서 수신한 패킷에서 추출한 이용가

능한 데이터의 양을 보여 다. CODA와 ACT 모두 혼잡이 

발생하면서 패킷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지속 으로 데이터의 양이 감소하는 CODA에 비해 

ACT는 일정한 수 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

종 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장함을 볼 수 있다.

5. 결  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 상은 데이터 손실을 가져오

고, 결과 으로 부가 인 력 소모와 송 지연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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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양

다. 한 멀티홉 환경에서는 싱크에서 수신하는 체 센서

노드의 데이터는 불균등한 데이터 수신율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을 탐지하고, 혼잡

이 발생하는 센서노드  주변 센서노드의 부하를 여 혼

잡을 해결하는 흐름 제어를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혼잡 탐지, 혼잡 제어 메커니즘으로 구성

하 다. 혼잡 탐지 메커니즘은 큐 임계값과 유지 임계값을 

설정하여 혼잡을 탐지하 다. 혼잡 제어 메커니즘에서는 큐

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달 종류를 단하여 더 높은 공평

성을 제공하도록 하 다. 한 혼잡 탐지의 결과에 따라 흐

름 제어 기법과 압축을 동작시켜 혼잡을 제어하도록 하

다. 흐름 제어 기법을 통해 싱크 주변 센서노드들의 큐 오

버 로우를 방지함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싱크에 도달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개선하 다. 한 데이터 송량 조 을 

해 압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샘 링 주기 조  기법보

다 모든 센서노드들로부터 공평하게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

게 하 다.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의 양이 많이 요구되는 응

용의 경우 제안된 기법을 사용하여 체 센서노드들의 데이

터 송의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각 센서노드들이 수집한 

데이터들에 한 공평성 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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