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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소형의 수많은 마이크로 센서 노드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벤트 기반 시스템

이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수많은 센서 노드가 정보를 센싱하여 싱크 노드로 전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선 네트

워크에 비해 혼잡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전송 프로토콜은 TCP/UDP이나 이벤트 기반의 무선 센

서 네트워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ESRT, STCP, 
CODA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의 기법은 지역 버퍼나 채널 부하 중심으로 혼잡을 탐지하고 있다. 혼잡 발생

시 주로 브로드캐스팅을 이용하여 혼잡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지역 버퍼

와 채널 부하 정보를 혼합하여 혼잡을 탐지하며, 혼잡 발생 시 브로드캐스팅 횟수를 줄이기 위해, 버퍼를 3가
지 상태로 구분하여 혼잡이 발생되기 전에 채널 부하가 많은 노드에게 혼잡 제어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시킨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bstract

Wireless Sensor Network is an event-driven system that a large number of micro sensor nodes are collected, 
giving and taking information. Congestion can take place easily since a great number of sensor nodes are 
sensing data and transferring them to sink nodes when an event occurs, comparing to the existing wired 
network. Current internet transport protocol is TCP/UDP, however, this is not proper for wireless sensor network 
event-driven. ESRT, STCP and CODA  are being studied for reliable data transport in the wireless sensor 
network. Congestion are being detected local buffer and channel loading with these techniques. Broadcasting 
is mainly used and can avoid congestion when one happens. 

The way that combining local buffer and channel loading information and detecting congestion is being 
studied in this paper. When congestion occurs, buffering state is divided into three in order to lessen the 
broadcasting, sending the message on congestion control to the node having frequent channel loading. Thus 
they have advantage of decreasing network's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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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응용 기술은 온도/
습도/위치 등의 정보 측정을 통한 기상 관측이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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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감시, 자연 보호 및 산불 방지, 적군의 생화학적

공격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활

용되는 등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서 사용될 수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수많

은 센서 노드㰨�砀�⢴센서 노드㰨)가 이벤트 정보

를 센싱하여 데이터를 싱크 노드㰨�ink node)에게

전송하기 때문에 센서 네트워크 내에서 혼잡 상황이

쉽게 발생된다.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전송 패킷 수가

증가하여 패킷 제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혼잡이 발생되었다고 한다[1-4]. 즉, 네트워크 부

하(네트워크에 송신된 패킷의 수)가 네트워크 용량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의 수)보다 크면 혼

잡이 발생된다. 혼잡 상황이 발생되면 충돌로 인한

패킷 손실이 일어나거나 노드의 전송 큐에서 대기해

야 하는 지연이 발생한다[5,6]. 혼잡 제어의 목적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전송 패킷 수를 일정한 수준 이

하로 유지하여 전반적인 네트워크 성능 저하를 방지

하는 데 있다. 
현재 인터넷 전송 프로토콜인 TCP/UDP/SCTP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에

는 적합하지 않다[7]. UDP(User Datagram Protocol)는
비연결형(connectionless) 전송 프로토콜로 흐름제어

나 혼잡 제어에 대한 방법이 없다. 즉, 신뢰성 있는

전송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TCP(Transport Control 
Protocol)는 연결 지향형(connection-oriented) 전송 프

로토콜로 신뢰성 있는 전송 기법을 제공하지만, 데이

터 전송 전이나 데이터 전송 후에도 세 방향 핸드셰

이크(three-way handshake) 기법을 사용하는 연결방식

으로 수많은 센서 노드의 이벤트 중심 통신인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세 방향 핸드셰이크 자체가 큰 부하

가 된다. 또한 TCP에서 연결 이후 데이터를 전송하

기 위해 네트워크 대역폭을 유지하는 것도 센서 네트

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부하 부담이 크다. 
SCTP(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는 TCP와
동일한 전략을 이용하여 혼잡을 제어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해 ESRT(Event-to-Sink Reliable Transport), 
STCP(Sensor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CODA(Congestion Detection and Avoidance)등이 사용

된다. ESRT는 이벤트 싱크 노드간 신뢰성 있는 전송

을 제공한다. ESRT의 혼잡 탐지 기법은 지역 버퍼를

이용하고 혼잡 발생 시 브로드캐스팅하여 혼잡을 제

어한다. STCP는 지역 버퍼의 임계치가 초과하면 혼

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혼잡 경로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혼잡 발생을 알린다. CODA에서는 채널의

부하 상태를 기반으로 혼잡을 탐지하며, 혼잡 발생

시 백프레셔 메시지를 전송시켜서 혼잡을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버퍼를 이용한 방법과 채널

부하를 이용한 방법을 혼합하여 버퍼와 채널 부하를

같이 이용한 새로운 혼잡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제
안 방법에서는 버퍼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하여 혼잡

발생이 예상되는 노드에게만 혼잡 제어 메시지를 전

송하여 혼잡을 제어한다. 기존 브로드캐스팅 방법에

비해 혼잡 발생이 예상되는 노드에게만 메시지를 전

송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전송 메시지 횟 제안줄이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부하제안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관련

연구로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으로 ESRT, STCP, CODA 기법을 살펴본다. III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혼잡 탐지 기법과

회피 기법을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TOSSIM을 이용

하여 본 논문의 기법의 성능을 평가한다. V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해 ESRT, STCP, CODA 등이 사용된다. 

2-1 ESRT

ESRT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와 혼잡 제어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이벤트 싱

크(event-to-sink) 전송을 제공한다[8][9]. 기존 전송은

종단간 중심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하는 반면, ESRT
는 이벤트 싱크 전송방식으로서 각 싱크 노드의 개별

적인 데이터 전송보다 이벤트 범위에 있는 센서 노드

들이 요구되는 신뢰성에 기반하여 정보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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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T는 주기적으로 센서 노드가 센싱된 정보를 싱

크 노드에게 전송한다. 정보를 받은 싱크 노드는 특

정 응용의 신뢰성을 기반하여 다음 보고 기간을 조정

한다. 즉, ESRT에서 싱크 노드는 각 특정 응용이 요

구한 이벤트 신뢰성과 실제 센서 노드에서 관찰된 이

벤트 신뢰성을 구분하여 관찰된 신뢰성이 요구된 신

뢰성에 근접하도록 보고율(reporting rate)을 조정한다. 
ESRT에서 혼잡 탐지기법은 지역 버퍼를 기반으로

수행한다. 각 센서 노드는 버퍼가 존재한다. 각 센서

에 있는 버퍼에 입력되는 패킷의 초과로 인해 오버플

로우가 발생되면 혼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다. 혼
잡 정보가 센서 노드에서 싱크 노드에게 전달되면, 
싱크 노드는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율을 낮추라

는 메시지를 센서 노드에게 리포트 레이트를 브로드

캐스팅 하여 혼잡을 제어한다.

2-2 STCP

STCP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종단간 본질적인

(generic)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다. 여기에서 본질적

인 전송 계층이란 의미는 응용 계층과 독립적이라는

뜻이다. 즉, STCP 프로토콜은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한 응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STCP
는 이질적인 데이터 흐름을 제공한다.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과 이벤트 중심의 흐름

을 지원한다[10].
STCP는 제어된 가변 신뢰성, 혼잡 탐지와 회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싱크 노드가 대부분 기능을 수행

한다. 각 센서 노드는 흐름 종류나 전송률, 요구되는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싱크 노드에게 데이터를 전송

한다. STCP는 응용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 노

드는 다양한 응용에 적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흐름을 제공하며, 혼잡 제어와 회피, 신뢰성 같은 기

능을 수행한다. STCP는 명시적 혼잡 명시 기법을 사

용한다. 각 센서 노드에서는 버퍼를 유지한다. 버퍼

의 임계치에 도착하면 CN 비트 필드를 설정하고, 전
송되는 모든 패킷을 CN 비트가 설정된 값으로 전송

한다. CN 비트가 설정된 패킷을 전송받은 싱크 노드

는 혼잡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ACK 신호 패킷에

혼잡 비트를설정하여 브르드케스팅을 한다. ACK 신
호에 혼잡 비트가 설정된 패킷을 받은 노드는 전송률

을 낮추어 전송한다.

2-3 CODA

CODA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혼잡의 탐지와 회피

를 위한 기법이다. CODA는 혼잡 탐지, 개방 루프 홉

대홉 백프레셔(open-loop hop-by-hop backpressure), 폐
쇄 루프 다중 소스 조정(closed-loop multi-source 
regulation)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11].

CODA에서 혼잡 탐지는 채널 부하 상태를 기반으

로 수행한다. 채널 부하가 임계치를 초과하면 혼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CODA에서는 각 센서 노드

의 에너지를절약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에 채널의 부

하를 측정하는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다. 개방 루프

홉대홉 백프레셔 메커니즘은 혼잡이 발생된 센서 노

드에서 수행하게 된다. 
 CODA에서 임의의 센서 노드에서 혼잡을 탐지하

였다면, 백프레셔 메시지를 자신의 이웃노드에게 브

로드캐스팅한다. 백프레셔 메시지는 소스 방향으로

전송되어진다. 백프레셔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자신

의 네트워크 상태를 기반으로 백프레셔 메시지를 전

송할 것인지, 전송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

다. 또한, 백프레셔 메시지를 전송받은 노드는

AIMD(Additive Increase/Multiplicative Decrease) 방식

으로 보내는 패킷 수를 감소하거나 패킷을 버리게 된

다. CODA에서는 개방 루프 홉대홉 백프레셔와 함께

여러 센서 네트워크가 스스로 전송률을 조정하기 위

해 폐쇄 루프 다중 소스 조정을 사용한다. 폐쇄 루프

다중 소스 조정은 종단간 방법을 사용한다. 센서 노

드에 전송률이 채널의 최대 처리율보다 약간 작으면

앞으로 혼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센서 노드 스스로

전송률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센서 노드는 싱크 노드

로부터 전송률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피드백

메시지(ACK MSG)를 받는다. 즉, 피드백 메시지를

전송 받은 센서 노드는 현재의 전송률로 계속해서 센

싱된 메시지를 싱크 노드로 전송한다. 

III. 제안된 혼잡탐지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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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T, STCP는 지역 버퍼를 이용하면서 혼잡 발생

시에 센서노드에게 혼잡을 제어하기 위해 브로드케

스팅을 수행하여 혼잡을 제어하고 있다. CODA는 채

널기반의 혼잡 탐지를 수행하면서 혼잡이 발생하면

백프레셔 메시지를 이웃 노드에게 브로드 캐스팅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을 혼합하여 버퍼와 채널

을 같이 이용한 혼잡 탐지 기법을 사용한다. 기존 기

법에서는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센서 노드에게 메시

지를 브로드캐스팅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버퍼

의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하여 버퍼가 위험 상태에 있

으면, 그때 채널의 부하를 측정하여 혼잡 발생이 예

상되는 노드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혼잡 발생을

예방한다. 만약에, 위험 상태를 지나 위급 상태일 경

우에만 센서 노드에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함으

로써 기존 방법에 비해 브로드캐스팅의 횟수를 최소

화 시키고 있다. 기존 CODA 방식에서는 혼잡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채널의 부하를 측정하는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

작할 때는 채널의 부하를 측정하지 않고 버퍼의 상태

를 고려하여 채널의 부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임의의 센서 노드에 있는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를 충

분히수용할 수 있는 안정한 상태일 경우에는 채널의

부하를 측정하지 않는다. 만약 수신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여 임의의 센서 노드의 버퍼가 위험상태일 경

우에는 채널의 부하 측정을 시작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채널의 부하 측정의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3-1 채널 부하 측정

본 논문에서는 채널의 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시계

열 분석 기법 중 지수 가중 이동 평균법(EWMA :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을 기반으로

한다[12]. 지수 가중 이동 평균 방식은 단순하게 지수

이동 평균법(EMA : Exponentially Moving Average) 이
라고도 하며, 과거의 모든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되 최근의 자료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써 신뢰적인 예측 값을 얻어내는 기법이다. 채널 부

하를 측정하기 위해 채널을 주기적으로 샘플링

(sampling)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샘플링한 채널이

사용 중인 바쁜(busy) 상태이거나, 사용 중이 아닐 때

유휴(idle) 상태가 될 수 있다. 바쁜 상태일 때 1, 유휴
상태일 때 0으로값을 표시하여 지수 가중 이동 평균

방식을 이용하여 채널 부하를 측정한다.
채널 부하는 식 (1) 처럼 지수 가중 이동 평균으로

측정한다.

   
   , ≤ ≤ 

여기에서  는     번째의 평균 채널 부하

이다. 는 0과 1에 있는 상수로써 가중치 값이다. 이
상적으로는 샘플링 될 때 마다 식 (1)의 공식에 의해

채널 부하를 매번 구하는 것이다. 

3-2 버퍼의 상태

본 논문은 각 노드에 유한 버퍼가 존재한다. 만약, 
버퍼의 용량이 무한하다면 버퍼에 들어오는 모든 데

이터는 지연될 수 있으나 손실되지는 않는다. 도착률
이 증가하면 사용률도 증가하고 혼잡이 발생된다. 또
한 버퍼의 크기가 증가하여 대기 시간도 증가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노드

에 있는 버퍼의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한다.
① 정상 상태

버퍼의 혼잡이 없는 상태로 안정한 상태이다. 수
신 데이터의 양을 버퍼가 충분히 수용할 있는 상태로

정상 상태에서는 혼잡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

지 않는다.
② 위험 상태

버퍼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하

면 버퍼는 오버플로우가 발생될 수 도 있다. 버퍼가

위험 상태에 있으면 혼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다. 
혼잡이 발생하면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혼잡 회피 정

책이 수행된다. 즉, 이 상태에 도달하면 본 논문에서

는 혼잡 탐지와 회피를 위해 각 채널의 부하를 검사

하기 시작한다. 각 채널의 부하를 검사하여 채널의

부하 정도가 가장 심한 채널에게 피드백 메시지(back 
pressure MSG)를 전송한다. 즉, 채널 부하 정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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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버퍼의 상태

Fig. 1. States of buffer.

장 심한 채널과 연결된 노드에게 혼잡 발생을명시적

으로 알린다. 피드백 메시지를 전송받은 노드는 임계

치의 크기를 현재 원도우 크기의절반으로 줄이는곱

셈 감소(multiplicative decrease)를 수행한다. 

③ 위급 상태

버퍼가 위급 상태에 도달하면, 최악의 상태로 혼

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혼잡 회피에 대한 정책

이 수행된다. 위급 상태에 도달한 센서 노드는 연결

된 모든 노드에게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한다. 

3-3 혼잡 회피 알고리즘

그림 2는 제안한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

에서는 각 노드에 지역 버퍼(local buffer)가 있고 초기

의 버퍼는 비어있다. 임의의 센서 노드에 데이터(패
킷)가 수신되면 센서 노드 내에 있는 지역 버퍼에 저

장하게 된다. 데이터를 저장한 후 현재 버퍼 포인터

(Current_buffer_pointer)를 1 증가시키고, 현재 버퍼 포

인터와 Normal_state_pointer와 비교하게 된다. 
Normal_state_pointerrrrr가 안정가 안정가al내고 있는

변수이다. 예정가들어, 버퍼가 데이터를 수용할 수

errrr 용량이 100이라고하자. 이때 Normal_state_pointer
가 70이라고 하면 버퍼 내에 수신되는 데이터 양이

70%까지는 버퍼는 안정 상태이다. 버퍼의 용량이

70%가 넘으면 버퍼는 안정 상태에서 위험 상태로 바

뀌게 된다. 

initial node ;

Current_buffer_pointer = 0 ;

Normal_state_pointer = 0 ;

Risk_state_pointer = 0 ;

while( if packet received ) do

insert packet into local_buffer;

Current_buffer_pointer += 1;

if ( Current_buffer_pointer <= Normal_state_pointer ) then

process packet;

end

if ( Normal_state_pointer < Current_buffer_pointer

AND Current_buffer_pointer <= Risk_state_pointer ) then

check each channel loading state;

select the highest channel loading;

send Feedback MSG to selected node;

else if ( Risk_state_pointer < Current_buffer_pointer ) then

broadcast Feedback MSG;

end

end while

그림 2.  혼잡 회피 알고리즘

Fig. 2. Congestion avoidance algorithm.

Risk_state_pointer는 버퍼가 위험 상태인지 혹은 위

급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Risk_state_pointer가 90이라고 할 때 버퍼 내에 수신

되는 데이터의 양이70%가 넘고 90%이면 버퍼의 상

태는 위험상태이며 혼잡 탐지와 회피하는 정책이 수

행된다. 버퍼가 위험 상태가 되면 연결된 노드의 채

널의 부하를검사하여 채널 부하가 가장 많은 채널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게 혼잡 발생을 알리는 피드백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전송한다. 피드백 메시지를 전

송받은 센서 노드는 전송시키는 메시지를 감소시킨

다. 만약 버퍼 내에 수신되어지는 데이터의 양이

Risk_state_pointer를 초과할 경우에는 버퍼는 위험 상

태에서 위급 상태로 변경되어 진다. 임의의 센서 노

드에 있는 버퍼가 위급상태일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모드에게 혼잡이 발생되었음을 알리는 피드백 메시

지를 브로드캐스팅한다. 이 경우에도 피드백 메시지

를 전송받은 모든 센서 노드는 전송하는 메시지를 감

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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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노드의 수 6개, 12개, 20개, 

40개, 60개
전송 패킷 크기 20byte

패킷 생성 5초마다
버퍼의 크기 30개
홉 카운트 100
싱크 노드 0번

표 1. 성능 평가 변수

Table 1. Variables of performance analysis.

그림 3. 브로캐스팅 결과

Fig. 3. Broadcasting results.

IV. 성능 평가

제안된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TOSSIM(TinyOS Simulator) 시뮬레이터를 이용한다. 
TOSSIM은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개발한

TinyOS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의 동작

을 검증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월하게 만드

는 자바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시뮬레이

터이다[13,14]. 

그림 3은 메시지를 각 노드에서 브로드캐스팅하여

패킷의 개수를 나타낸다. 노드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

되어지는 패킷의 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드의 개수가 3개일 경우 전송되어지는 패킷의 개

수는 135개이었으며, 6개일 경우 1,590개, 9개일 경우

5,712개, 20개일 경우 32,488개, 20개일 경우 59,002
개, 50개일 경우 117,780개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센서 노드의 개수가 20개일 경우에서 선형적

으로 패킷이 증가하다가 센서 노드의 개수가 20이넘
어가면 패킷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전체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의 개수를 6개, 12개, 
20개, 40개, 60개로 변경하면서 평가 하였다. 예를 들

어 노드의 개수가 20개일 경우 0번 노드가 싱크 노드

이며 19번 센서 노드에서 5초마다 메시지를 생성하

여 0번노드로 메지시를 전송한다. 각 센서 노드는 30
개의 버퍼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홉 카운트는 100
으로 하였다. 홉 카운트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하

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복제되는 메시지의횟수를 제

안하는 수이다. 표 1은 논문에서 사용한 성능 평가

변수이다.
그림 4는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의 무선 센서 네트

워크 상에 패킷 전송 개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무
선 센서 네트워크상에 노드의 개수를 6개, 12개, 20
개, 40개, 50개로 변경시키면서 전송되어지는 패킷의

수를 나타낸다. 
노드의 개수가 6개일 경우 전송되어지는 패킷는

ESRT 경우 1,570개이고, STCP는 1,575개, CODA는
1,567개, 제안된 기법은 1,560개로 거의 차이가 없다. 
노드가 12개일 경우에도 기법간 패킷의 전달의 개수

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노드의 개수가 20개일 경우

부터 기법들의 패킷의 수가 차이를 나타내었다. 
ESRT는 30,957개, STCP는 29,457개, CODA는 27,548
개, 제안 기법은 26,321개를 전송하였다. 이때 제안

기법과 ESRT간의 차이는 15%정도 차이를 나타냈으

며, STCP는 11.7%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CODA
는 제안기법과 4.5%정도 차이를 나타냈다. 노드의 개

수가 50개일 경우에는 ESRT 116,748개이며, CODA
는 95,478개이고 제안 기법은 90,124개이어서 각각

23.8%와 5.7%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4. 기법 비교

Fig. 4. The comparison of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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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전송되는 패킷이

많아 지는데 ESRT일 경우 혼잡이 발생될 경우 브로

드케스팅하여 가장 많이 패킷이 전송되고 있으며, 
STCP 브로드케스팅하기 때문에 ESRT와 비슷하게

메시지 전송을 보이고 있으며, CODA인 경우 채널이

부하가 발생했을 경우에 백프레셔 메시지를 전송하

기 때문에 브로드케스팅되는 기법보다 전송되어지는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

법은 혼잡이 발생되기 전에 혼잡이 예상되는 노드에

게만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체 무선 센서 네트

워크상에서 패킷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V. 결  론

주변의 환경을 탐지하기 위해 수많은 센서 노드에

서 싱크 노드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 센서 네트

워크에서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기존 네트워

크에 비해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노드(센서 노드) 수
가 많고,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가 발생된 주변의 노

드가 한꺼번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혼잡 상황

이 쉽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혼잡 상황

이 발생되면, 모든 데이터 전송은 느려지며, 응답시

간, 네트워크 지연 시간 등이 크게 증가되고 네트워

크 처리율도 급격히 낮아진다. 
신뢰성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한 ESRT, PSFQ, PERG, CODA, STCP 기법

은 지역 버퍼나 채널 부하를 기반으로 혼잡을 탐지한

다. 또한, 혼잡 발생 시 이를 알리기 위해 주변의 노

드에게 브로드캐스팅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은 지역 버퍼와 채널 부하를 혼합하여 혼

잡을 탐지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
역 버퍼를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로 구분된 지역 버퍼를 통해 혼잡

발생 전 혼잡이 예상되는 노드에게만 메시지를 전송

시켜 브로드캐스팅 횟수를 감소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기존 기법간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노드의 개수가 적으면 거의 차이(1%내)
가 없음을 보였다. 그러나 노드의 개수가 50일 경우

기존 기법에 비해 제안한 기법이 차이가 발생되었는

데 브로드케스팅하는 ESRT와 STCP는 비교적 큰 차

이를 보였고, 부하 발생시 채널에 기반의 해당 노드

에게만 백프레셔 메시지를 전송하는 CODA는 상대

적으로 전송되는 메시지가 적었다. 노드의 개수가 50
개일 경우 CODA와 비교하여 본 논문이 제시한 방법

은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위험 상태) 피드백 메시지

를 전송하기 때문에 CODA에 비해 전송되는 패킷의

개수보다 5.7%정도의 감소됨을 보이고 있다. 무선 센

서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

잡이빈번하게 발생하고, 혼잡의 빈도가 증가하면 증

가할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에 비해 브로드캐스팅 횟수를 감소하기 때문에

노드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전송되는 패킷의 개수

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에

서 버퍼의 한계 상태를 변화 시키면서 최적의 혼잡

제어 값을 찾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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