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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논문에서는 다 의 sink 노드를 가지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QoS)을 지원하면

서 에 지 소모를 이는 MAC 로토콜(QAC-MAC)을 제안한다. 일반 으로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에서 sink 노드 

근처의 노드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sink 노드 부근에서 혼잡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에 민감한 데

이터에 치명 일 수가 있다. QAC-MAC은 센서 노드들의 에 지 자원을 약하면서 체 네트워크 수명을 높이기 

하여 매체 근  스 링을 하여 경쟁기반 로토콜과 충돌없이 데이터를 송하기 한 TDMA 기반의 데

이터 송 구조를 가지는 하이 리드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일반 으로 우선순 가 높은 실시간 트래픽은 버스티

하고 동일한 목 지를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QAC-MAC은  cross-layer 개념을 도입하여 각 센서 노드에서 동일한 

목 지로 향하는 데이터를 재정돈하여 가능한 은 노드들만이 데이터 송에 참여함으로 에 지를 약함으로 

체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QAC-MAC that supports Quality of Service(QoS) and saves energy resources of the sensor node, and hence 

prolonging the lifetime of the sensor network with multiple sink nodes.  Generally, the nodes nearest to the sink node often experience heavy 

congestion since all data is forwarded toward the sink through those nodes. So this critically effects on the delay-constraint data traffics. 

QAC-MAC uses a hybrid mechanism that adapts scheduled scheme for medium access and scheduling and unscheduled scheme based on 

TDMA for no data collision transmission. Generally speaking, characteristics of the real-time traffic with higher priority tends to be bursty and 

has same destination. QAC-MAC adapts cross-layer concept to rearrange the data transmission order in each sensor node's queue, saves 

energy consumption by allowing few nodes in data transmission, and prolongs the network lifetim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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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무선 센서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부분의 연구

는 체 네트워크의 수명(lifetime)을 연장하기 한 각 

센서노드들의 에 지 효율 인 동작에 집 되고 있다. 

이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노드들이 주로 배

터리에 의해 동작되고 있으며, 지속 인 원 공 을 

해 배터리의 교환이 어렵기 때문이다[1]. 그러나 WSNs

이 군사 감시(military surveillance), 환경 리 뿐 만 아니

라 실시간, 멀티미디어 응용까지 확 되면서 지연

(latency), 효율(throughput), 역폭(bandwidth) 등 서비스

의 질(QoS) 지원에 한 요구가 차 많아지고 있다. 기

존의 네트워크에서 QoS 지원은 특정 라미터, 를 들

어 효율, 종단간의 패킷 지연, 패킷 손실률 등을 만족시

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WSNs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센서 

노드들이 배터리에 의해 동작되는 환경에서 효율 인 

에 지 사용이 요하기 때문에 지속 인 에 지 공

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개발된 

QoS 지원 로토콜을 WSNs에 그 로 용하기에는 여

러 가지 문제 을 가진다[2][3].   

WSNs에서 필요한 QoS 라미터들은 지연, 패킷 손

실률, 역폭, 효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일부는 데

이터 큐잉, 스 링, 근제어와 같이 MAC 계층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WSNs에서는 이들 QoS 라미터

들에 한 지원과 더불어 체 네트워크 수명 연장이라

는 복합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지 까지 이에 한 

연구 결과는 네트워크 수명과 이들 QoS 지원과의 계

는 역의 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2]. 를 들어, 

에 지 수명을 연장하기 하여 센서 노드들이 주기

인 sleep 모드로 환하는 것은 체 데이터 송에 있

어서 지연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WSNs에서 QoS 지원

은 반드시 센서 노드들의 효율 인 에 지 사용과 연

시켜 고려해야 한다. 한 앞에서 열거한 WSNs의 응용 

 지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센서 노드

에서 송되어질 데이터  우선순 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섞여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WSNs의 각 노드들은 자신이 측정한 값을 sink 노드로 

달하거나 혹은 이웃 노드들로부터 송받은 데이터

를 송해야 한다. 이 때 이들 데이터 사이에 긴 성의 

차이로 인한 송 우선순 를 달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

다. 그러나 지 까지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별화 

보다는 모든 데이터들이 동일한 긴 성 혹은 우선순

를 갖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졌다. 한 일반 으로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에서 sink 노드 근처의 노드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sink 노드 부근에

서 혼잡이 발생하게 되어 지연에 민감한 데이터에 치명

일 수가 있다[4].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각 센서 노

드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 의 데이터를 송하는 경우

를 고려하 다. 각각의 센서 노드들은 자신이 측정 혹은 

측한 데이터와 이웃 노드로부터 송받은 데이터를 

목 지 노드로 송하기 하여 장한다. 이 때 자신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FIFO 방식을 따

른다고 할 때, 우선순 를 가지는 데이터가 일반 데이터

의 뒤에 재될 경우에 우선순 를 가지는 데이터 송

이 늦어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데이터 송의 순서

를 재배치함으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QAC-MAC은 cross-layer에 기반

을 둔다 [11]. 이는 각 센서 노드의 인터페이스 큐

(interface queue)에 근하여 데이터를 재배치해야 하는

데, 이러한 일은 MAC의 상  계층 일이기 때문이다. 일

반 으로 MAC 계층에서는 스 링, 매체 근, 역

폭 이용  홉 간 송 지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네트

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송을 한 라우 , 링크 선택 등

을 담당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 까지 

이루어진 QoS 지원 로토콜의 분류와 그 특성  련 

연구에 해 살펴본다. QAC-MAC에 해 3장에서 자세

히 설명한 후에 4장에서는 제안된 로토콜 성능의 우수

성을 기존의 로토콜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여주고 5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이 이루어진다.  

Ⅱ. 련 연구

WSNs에서 QoS의 지원은 매체 근과 데이터 송의 

스 링을 담당하는 MAC 계층과 QoS 라우 과 같이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응용계층에서 이루어진다. 그 

동안 MAC 계층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임의 근

(random-access) 방식, 슬롯 근(slotted-access) 방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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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들 둘을 조합한 하이 리드(hybrid) 방식으로 구

분되어 질 수 있다. 임의 근 방식은 경쟁기반

(contention-based) 로토콜로써 CSMA 로토콜이 가

장 표 인 이다. 임의 근 방식은 구 하기 쉽다

는 장 을 가진다. CSMA 방식에서 송할 데이터가 있

는 노드들은 송 에 미리 채 을 감지하여 채 이 

busy인 경우에 송을 미루고, 채 이 idle인 경우에 데

이터를 송한다. 두 개 이상의 노드들이 동시에 데이

터 송을 해 채 을 근하는 경우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SMAC[1], TMAC[5], DMAC[4] 등이 이 방식에 

속한다. 

TDMA 방식이 표 인 슬롯 근 혹은 스 링 방

식은 여러 센서 노드들이 서로 다른 시간 인 슬롯을 할

당 받아 송하기 때문에 노드들 간의 경쟁 혹은 충돌 

없이 데이터를 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드들 간의 스

링이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스 을 담당하는 

앙 노드와 센서 노드들 간의 엄격한 동기화를 요구한

다. 의 두 방식의 장 만을 뽑아서 만든 하이 리드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이 방식의 가장 큰 장 으로는 

트래픽에 쉽고 빠르게 응함으로써 에 지를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WSNs에서 QoS 지원에 한 연구가 그 동안 많이 이

루어졌다[6][7][8][9][10]. 그  [6]에서 제안된 로토콜

은 일정 구간 동안 송된 트래픽  지배 인(dominant) 

트래픽에 따라 active time(TA)를 설정하여 duty cycle을 

조 함으로 QoS를 지원한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

에서 동일한 지배 인 트래픽일지라도 구성되는 다른 

특성의 트래픽을 고려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측정하는 

구간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 제한받는 문제 을 가진다. 

한 [2]에서 제안된 EQ-MAC에서는 우선순 에 따라 

트래픽을 구분해 주는 Classifier MAC과 채  액세스 

MAC을 통하여 QoS를 지원해 다. 그러나 EQ-MAC은 

센서 노드들과 헤드 노드 사이의 원 홉 구조에만 용 가

능하므로 여러 홉으로 구성되는 실재의 WSNs에는 확

히 용하기 어려운 문제 을 가진다. WSNs에서의 문

제 인 에 지 효율 인 사용과 QoS 지원을 통합한 

로토콜이 [7]에서 제안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클러스터 

기반의 로토콜에서는 intra-cluster와 inter-cluster로 구

분되는데 사용되어지는 라미터들의 값에 따라 성능

에 많은 향을 미치는 문제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QoS 지원 알고리즘의 련 연구

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 cross-layer 설계 방식을 통해 QoS를 지원한다.

∙ 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QoS를 지원하면서 

에 지를 약함으로 네트워크 수명을 연장시킨다.

Ⅲ. QAC-MAC 로토콜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QAC-MAC의 동작

에 해 자세히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QAC-MAC은 클러스터 기반의 로토콜이다. 클러스터 

기반의 MAC 로토콜은 클러스터 헤드 기반의 알고리

즘과 분산(distributed)된 능동(dynamic) 클러스터 알고리

즘으로 나 어진다. 클러스터 헤드 기반 알고리즘에서 

클러스터 헤드는 클러스터 내에서 센서 노드들 사이에 

로컬 제어 포인트 혹은 로컬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효율 인 리가 가능하

고 한 부하 균등(load balancing)을 얻을 수 있다고 가

정한다. QAC-MAC은 클러스터 헤드 기반의 로토콜

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헤드 선정에 

을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LEACH 알고리즘 혹

은 변형된 알고리즘 모두에 용 할 수 있다. 

QAC-MAC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진다. 첫 부분

은 각 센서 노드에서 수신 혹은 측정된 데이터의 특성

에 따른 우선순 별로 재정돈하는 메커니즘 즉, QoS를 

고려한 cross-layer MAC 로토콜이다. 두 번째 부분은 

헤드 선정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헤드 노드를 심으

로 각 센서 노드의 데이터를 송하는 메커니즘이다. 

다음은 이들 메커니즘들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1 QoS를 고려한 cross-layer MAC 로토콜 

각 센서 노드들은 자신이 측정한 값 혹은 이웃 노드로

부터 받은 데이터의 송 긴 성(transmission urgency) 

[3]에 따라 이들 데이터에 하여 우선순 를 부여한다. 

송 긴 성 μ는 응용계층의 요성에 따른 패킷 긴 성

(

), 재 송 비용을 나타내는 송 홉(transmission 

hops)(

), 잔여 에 지(residual energy)(


), 그리고 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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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인 부하(queue's proportional load)에 향을 받는

데 그 계식은 다음과 같다.





×

max







max







max


             (1)

이다. 여기서 큐의 비례 인 부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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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 식에서 
max
는 기 에 지, 

max
는 허용된 

최  홉 수, 
max
는 패킷의 긴 성 벨을 나타낸다. 

한 은 큐의 수, 

는 번째 큐의 서비스 가 치, 


와 



는 부하의 최 치와 순간치를 나타낸다. 의 식

을 통해 얻은 값으로 센서 노드의 우선순  값 ρ와 충돌 

시간   은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max⌊×⌋             (3)




×                  (4)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편이를 해 우선순 가 높은 

데이터와 낮은 데이터 두 종류로 구분하 으나 이는 응

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확산될 수 있다. 높은 우선순

의 데이터의 로써 멀티미디어 응용 련데이터 혹은 

미리 정해진 임계값보다 높은 비정상 인 측정값을 들 

수 있다. 일반 으로 우선순 가 높은 데이터는 지연에 

민감한(delay sensitive) 데이터이다. 각 노드에서는 자신

이 측정한 데이터 혹은 달받은 데이터에 해 앞의 식 

(3)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 에 따라 해당 FIFO 큐에 넣

는다. 이때 우선순 에 따라 각각 독립된 FIFO 큐에 들

어온 데이터는 각각 목 지가 다를 수 있다. FIFO 큐의 

특성 상 먼  들어 온 데이터는 먼  서비스를 받는다. 

따라서 FIFO 큐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목 지가 다른 

데이터가 섞여서 송되어질 때에 많은 노드들이 데이

터 송에 참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송되어지는 목 지에 따라 데이터의 송순서를 바꾸

어 체 네트워크의 송 에 지를 이는 방안을 제안

하 다. 이 때 각 노드는 임시 버퍼(temporary buffer)를 

생성하여 이 임시로 생성된 버퍼에 근하여 패킷을 

송하게 우선 으로 송하게 된다. 이 기능은 MAC 계

층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된 

로토콜은 cross-layer 구조를 가진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데이터의 우선순 에 따라 서로 다른 큐에 넣는다. 

∙ 큐에 있는 데이터  동일한 목 지를 가지는 

데이터를 모아 순서를 재 정돈한다.

하나의 노드에는 우선순 에 따라 여러 개의 큐를 가

지게 된다. 우선순 가 높은 큐에 들어 있는 데이터 송

이 완료된 이후에 우선순 가 낮은 큐에 있는 데이터들

이 송되어진다. 

3.3 QoS를 지원하는 Hybrid MAC 로토콜

QAC-MAC의 두 번째 구성요소로는 각 센서 노드에

서 수신 혹은 측정한 값을 해당 클러스터 헤드 노드로의 

달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에는 각 센서 노드

에서 헤드 노드로 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각 센서 

노드에서 우선순의에 따른 데이터 송 스 링과 여

러 센서 노드들에서 헤드노드로의 공유하는 채 을 통

한 데이터 송 스 링을 포함한다. 센서 노드들과 헤

드노드 사이의 송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QAC-MAC은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경쟁기반과 비경

쟁 기반 MAC의 혼합된 형태를 가진다. 각 센서 노드에

서 헤드 노드로의 데이터 송을 한 매체 근  송 

순서 결정은 경쟁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재 데이터 

송에 있어서는 미리 설정된 슬롯을 통하여 경쟁 없이 

송하는 TDMA 방식을 따른다. 다만 헤드 노드에서 슬

롯을 할당하는 것과 센서노드들이 헤드 노드로 제어 신

호를 보내는 방식에서 기존에 제안되었던 알고리즘과 

차별을 가진다. 이는 [2]에서 제안된 데이터 송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우선순 가 낮은 데이터를 송하려고 요청 메시지를 

보낸 센서 노드에서 헤드 노드로부터 슬롯을 할당받지 

못하 을 경우에는 다음 임에서 데이터 송 요청

을 하지 않음으로 우선순 가 높은 데이터의 송 지연

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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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센서 노드는 임시 큐에 재배치된 패킷을 송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차를 따른다.  

∙ 클러스터 헤드 노드는 각 임의 시작에서 클러스

터 내에 있는 센서 노드들에게 Sync 메시지를 송한

다. 

∙ 송할 데이터를 가지는 각 노드들은 요청(Request) 

구간에서 데이터 송을 하여 클러스터 헤드 노드

에게 자신이 송할 데이터의 우선순 를 포함하는 

요청 메시지를 송한다. 즉, 송할 데이터를 가지는 

노드는 헤드 노드에게 RTS를 보내고 채  액세스를 

하여 CTS를 기다린다. 

∙ 스 링 구간에서 클러스터 헤드 노드는 스 링 

메시지를 모든 센서 노드들에게 송한다. 이 때 스

링 메시지에는 할당된 TDMA 슬롯을 포함한다. 

클러스터 헤드 노드가 스 링 메시지를 만들 때 

데이터의 우선순 와 데이터의 목 지를 고려한다. 

만일 우선순 가 높은 데이터 송 요청이 많은 경

우 낮은 우선순 의 노드에게 슬롯을 할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만일 송요청 메시지를 송하 으나 슬롯 할당을 

받지 못한 소스 노드는 다음 임의 request 구간에

서 데이터 송 요청을 하지 않는다. 우선순 가 낮은 

데이터를 요청하 거나 동일 목 지로 향하는 데이

터 송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 때문에 슬롯 할당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데이터 송 구간에서는 TDMA 슬롯을 할당 받은 센

서 노드들이 자신의 슬롯에 데이터를 송한다. 이 구

간에서 데이터 송에 참여하지 않는 노드들은 슬립 

모드로 들어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QAC-MAC은 데이터 

송 구간 동안에 가능한 최소의 노드들만이 데이터 송

에 참여하고 나머지 노드들은 sleep 모드에 머물게 함으

로써 체 네트워크의 에 지를 약할 수 있다.  

QAC-MAC의 임 구조와 요청 메시지 형식은 아

래 그림 1과2에서 보여 다.

프레임

데이터전송구간제어구간

데이터 슬롯SYNC

Request

Scheduling

그림 1. 임 형식 구조
Fig. 1 Frame format structure

타입 소스주소 헤드노드주소 우선순

그림 2. 요청 메시지 형식
Fig. 2 Request message format

Ⅳ. 성능 분석  비교

본 논문의 성능 분석을 하여 략 100m X 100m 공

간에 100 개의 센서 노드가 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한 표 인 라미터 값은 다음과 같다[2]. 

Sync, 스 링, 임의 근 과정에서의 슬롯의 수는 각

각 10, 100, 70 개이며, 그 길이는 1ms이다. 한 데이터 

송 구간의 슬롯은 85개이며, 그 길이는 3ms 라고 가

정한다. 소모되는 에 지는 송 시 20 mW, 수신시 

14.4 mW, sleep 시 0.016 mW 이다. 마지막으로 임

의 길이는 610 ms, 충돌 도우(contention window)의 크

기는 15 ms로 가정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QAC-MAC은 멀티 홉의 센서네트워크에 합하게 제

안되었으나, 여기서는 성능 비교를 하여 센서 노드

들과 sink 노드간의 단일 홉인 경우를 고려하 다. 마지

막으로 센서 노드들은 항상 보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

며, 동일한 목 지를 가지는 데이터의 비율은 평균 

20%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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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선순  데이터의 평균지연
Fig. 3  Average delay with priority data

그림 3은 우선순  데이터의 평균 지연을 보여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QAC-MAC에서 우선순

가 높은 데이터의 지연은 EQ-MAC보다 은 것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체 송되는 데이터  우선순

 데이터의 비 이 높거나 혹은 동일 목 지로 향하는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지연의 성능이 훨씬 좋아짐을 여

러 시뮬 이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림 4. 우선순  데이터의 평균에 지 소모
Fig. 4  Average energy consumption with priority data

그림 4는 우선순  데이터의 패킷 당 평균 에 지 소모

량을 보여 다. 송되는 트래픽의 양이 증가할수록 에

지 소모가 많으며, QAC-MAC을 사용할 경우 소모되는 

에 지가  EQ-MAC보다 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평

균 에 지 소모는 다음과 같은 계식을 가진다[2].


×


  




 



            (5)

 식에서 은 네트워크에 있는 체 노드의 수이고 

 은 소스들에 의해 보내진 체 데이터 패킷의 수

를 나타낸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QoS를 지원하면서 각 노드들의에

지를 효율 으로 사용함으로 체 네트워크 수명을 연

장시키는 MAC 로토콜을 제안하 다. 제안된 

QAC-MAC 로토콜은 각 센서 노드에서 측정 혹은 

송받은 데이터를 그 송의 응 성에 기반으로 우선순

를 나 어 우선순 에 해당하는 각각의 큐에 장한

다. 일반 으로 우선순 가 높은 데이터는 미리 정한 

임계값보다 높거나 혹은 멀티미디어 트래픽과 같은 지

연에 민감한 데이터이다. 뿐 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트

래픽은 버스트한(bursty) 특성을 가지므로 가능한 한꺼

번에 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목 지를 가

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큐에 장하여 송하면서 동시

에 은 노드들만이 송에 참여하고 많은 노드들로 하

여  sleep에 머물게 함으로써 에 지를 약할 수 있

다. 제안된 QAC-MAC 로토콜은 기존에 연구되어진 

로토콜에 비해 우선순  트래픽에 한 평균 에 지 

소모나 지연에 우수함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에서의 송 에러가 없다고 가정하

지만, 실재의 네트워크에서는 비신뢰 이고(unreliable) 

측하기 어려운(unpredictable) 무선 채  조건을 가지

므로 이를 고려한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가 추후 이루어

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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