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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에 지 소모와 지연을 야기하는 혼잡을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혼잡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혼잡 탐지는 큐 유율만을 사용하거나 

MAC 계층에서 패킷 도착율만을 가지고 혼잡을 결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

여 더 정 한 혼잡 탐지를 가능하게 하 다. 한 혼잡도에 따라 미리 혼잡 회피를 수행하고 혼잡이 발생

한 경우 패킷의 우선순 에 따라 지연에 민감한 패킷들을 먼  스 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혼잡 탐지와 제어 기법은 기존의 혼잡 제어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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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ports a new mechanism for congestion controls. The proposed congestion 

detection algorithm can be provided with delay and unnecessary energy consumption. 

Conventional congestion control methods decide congestion by queue occupancy or mean packet 

arrival rate of MAC layer only, however, our method can perform precise detection by 

considering queue occupancy and mean packet arrival rate. In addition, the congestion avoiding 

method according to congestion degree and scheduling method using priority for real time 

packets are proposed. Finall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proposed congestion detection and 

control methods outperforms conventional scheduling schemes for wireles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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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인간

과 기계와 같이 인간과 타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을 

하여 효율 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인간의 오감을 체

하고 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의 역할도 요하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구축하기 하여 지

능화된 소형의 센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주변공

간의 상황을 자동 으로 인지하여 한 사용자들이 물

리 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원하는 곳의 사물과 주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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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추 하여 그에 따른 한 정

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특징으로는 첫째 센서네트워

크는 규모 숫자의 통신노드로 구성된다. 감시라는 업

무 자체의 특성상 보다 많은 찰 에서 다각도의 감시

정보를 수집한다면 보다 풍부한 상황정보를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단일 센서에서 수행하던 

임무를 보다 많은 노드에서 분배함으로써 정보의 정확

도를 높인다[1].

둘째, 무선 센서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사람에 의해 

배포되기 보다는 비행기 혹은 다른 운반 수단을 통해 

무작 로 배치된다. 이는 사람이 쉽게 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배치하여 노드가 사람의 리나 간섭 없이 네트

워크를 자기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술  요구사항

을 지닌다[2][3].

셋째, 센서네트워크의 노드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력, 가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재의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노드들을 에 지 사용에 단히 제약을 

받고 배터리가 소모되어 노드의 동작이 멈추면 이는 다

시 재충 하거나 교체되지 않는다[4].

에 지 제약이 심한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혼잡제어

는 특히 요하다. 혼잡의 발생은 패킷의 손실로 이어

져 체 송시간이 증가되며, 손실된 패킷의 복구를 

해 재 송이 계속되므로 에 지 소모도 격히 증가

하게 된다. 를 들어 하나의 이벤트는 몇 바이트 길이

이지만, 잦은 보고율은 네트워크의 자원(버퍼, 배터리 

수명)을 빠르게 소모하여 혼잡을 발생시키고 결국 패킷 

는 이벤트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5]. 따라서 무선 

링크를 통해 달되는 패킷이 도 에 손실되거나 복

이 발생하지 않고 송되도록 보장하는 신뢰성 있는 

송기법이 필요하다. 

혼잡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버퍼 오버 로우, 동시 

송, 패킷 충돌 등 여러 가지가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을 맞추어 무선 환경에서 신뢰성 있

는 데이터 송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재 송을 최소화

하기 한 혼잡 탐지  회피 기법을 제안한다. 이는 혼

잡 회피와 우선순  제어를 통해 수행되며 신뢰성 있는 

송을 기반으로 한 혼잡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II. 관련 연구

1. 비율 기반 혼잡제어
비율 기반(rate-based) 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포워

딩 노드가 각 상향 이웃들로부터 들어오는 흐름의 수를 

추정하고 혼잡이 감지되면 공평성에 기반하여 송율

을 할당하는 것이다. [7]에서는 혼잡 제어를 한 이벤

트-싱크간의 신뢰성 있는 송 로토콜이 제안되었다. 

각 센서 노드는 자신의 지역 버퍼를 모니터링하며 버퍼 

오버 로우가 발생할 경우 싱크로 송되는 패킷의 혼

잡 알림 비트를 셋 하여 이를 알린다. 싱크가 혼잡 알

림으로 표시된 패킷을 수신하면 혼잡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소스노드들에게 이들의 보고 주기를 증

가시키도록 제어 신호를 로드캐스트 한다. [8]에서는 

분산 혼잡제어와 회피 로토콜이 제안되었으며, [9]에

서는 홉 홉 흐름 제어, 송율 제한과 우선순  MAC 

계층을 결합한 혼잡제어 로토콜이 제안되었다. 이 기

법은 올바르게 동작하기 해서는 트리형태의 라우  

구조를 필요로 한다. [10]에서는 군집 공평성 로토콜

을 한 지역화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센서가 자신

이 포워드 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패킷을 수신하면 센

서는 가 치를 부여한 공평성 함수를 통해 상향 이웃들

의 데이터율을 계산하고 재할당 한다. 그러나 여기서 

공평성 함수는 남은 버퍼 크기와 송율을 통시에 고려

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

2. Buffer-Based 혼잡제어
버퍼 기반 기법들에서는 센서 i는 자신의 하향노드 j

의 버퍼크기가 충분할 경우에만  j로 패킷을 송한다. 

[11]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경량 버퍼 리에 기

반한 혼잡 회피 로토콜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숨

겨진 터미  문제를 해결하기 해 1/6 버퍼 알고리즘

이 사용되었다. 모든 센서는 자신의 남은 버퍼  단지 

1/6만을 고한다. 이는 포워딩의 에서 패킷 폐기

를 방지할 수 있지만 버퍼 활용율이 낮은 단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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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혼잡 탐지 및 제어 알고리즘

1. 시스템 모델
[그림 1]에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모델을 

보이고 있다. 혼잡제어는 상향으로만 동작하며 센서 네

트워크는 단일경로 라우 을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한 여기서는 CSMA와 유사한 MAC 로토콜을 사용

하며 각 센서 노드는 소스 트래픽과 경유 트래픽의 두 

종류를 다룰 수 있다. 소스 트래픽은 각 센서에서 지역

으로 생성된 것이며 경유 트래픽은 소스 노드에서 생

성된 트래픽을 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센서 

노드는 소스 노드이거나 경유 노드가 될 것이며 자식 

노드가 없다면 이 노드는 소스 노드로만 동작하고 소스 

트래픽만을 가진다.

그림 1. 센서 네트워크의 구성

그림 2. 센서노드의 큐잉 모델

[그림 2]는 특정한 센서 노드 i에서의 큐잉 모델을 보

이고 있다. 노드의 경유 트래픽 
는 MAC 계층을 통해 

자신의 자식노드인 i+1 노드로부터 수신된다. 소스 트

래픽은 
의 생성율로 지역 으로 발생되며 소스 트래

픽과 경유 트래픽은 i의 부모 노드인 i-1 노드로 송되

기 에 병합된다. 패킷은 체 입력 트래픽율 


  

 
가 MAC 계층 송율인  

를 넘어서면 큐

에 쌓이게 된다. 패킷 송율 
는 MAC 로토콜과 연

이 있다. 여기서는 CSMA와 유사한 로토콜을 사용

한다고 가정하 으므로 활성 센서 노드의 수는 트래픽 

도와 함께 노드의 패킷 송 속도에 향을 주게 된다. 

패킷 입력율인 
가 패킷 송율 

를 넘어서면 패킷

은 노드 i에 쌓이게 되며 노드 수 의 혼잡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시 에서는 
를 감소시키거나 

를 증 시

켜야 할 필요가 있다. 
는 MAC 로토콜을 조정하여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일반 으로 
 , 

를 병목시켜 
를 

감소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소스 트래픽 생성율 
는 

샘 링(보고) 주기를 변경함으로써 지역 으로 감소시

킬 수 있다. 경유 트래픽 
는 i+1 노드의 송율을 조

함으로써 간 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드 i 주변의 링크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노드 i와 그 

이웃 노드들은 링크 수  혼잡을 방하기 해 채  

근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작업은 MAC을 통해 수행

될 수도 있지만 
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쉬운 해결 방

법이다.

2. 혼잡 탐지 및 제어 프로토콜 제안
본 논문에서는 혼잡 탐지에서 혼잡 회피, 비율제어 

이르는 총 인 혼잡 제어 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1)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 노드는 이들의 기능

과 치에 따라 서로 다른 우선순 를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혼잡 제어 로토콜은 센서의 우선순

에 따른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혼잡제어 로토콜은 에 지 효율성을 증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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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패킷 달 지연, 처리율, 패킷 손실율의 

에서 통 인 QoS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약간의 

오버헤드로 공평성을 보장하고 패킷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크게 

혼잡 탐지, 혼잡 회피와 우선순  기반 비율제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  혼잡 탐지는 패킷의 도착율과 큐의 유율을 기

반으로 혼잡도 CD(congestion degree)를 결정한다. 패

킷의 도착율과 큐 유율은  시 에서 혼잡의 정도를 

반 하며 이를 통해 혼잡 제어를 한 기본 정보를 마

련한다.

다음으로 혼잡 탐지를 통해 결정된 i노드의 혼잡도 

CD(i)의 값에 따라 혼잡 회피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비

율 제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단 가까운 시간 내에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

면 혼잡 회피 차를 수행한다. 이는 혼잡이 발생하기 

에 경로 변경을 통하여 과부하 노드로 유입되는 트래

픽을 감소시킨다. 

혼잡도 CD(i)의 값이 재 과도한 혼잡이 발생한 상

태이면 [그림 3]의 스 러를 이용하여 즉시 혼잡 제

어를 수행한다. 스 러는 네트워크 계층과 MAC 계

층 간에 치하며 소스 트래픽과 경유 트래픽을 한 

두 개의 큐를 가지고 있다. 스 링 알고리즘은 

WFQ(Weighted Fair Queueing)나 WRR(Weighted 

Round Robin)등의 알고리즘이 소스와 경유 트래픽 간

의 공평성을 보장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 소스와 경유 

트래픽의 우선순 는 스 링 알고리즘의 가 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혼잡 탐지시 가 치를 변경하여 두 

트래픽의 비율을 조 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 기법의 노드 모델

비율 제어는 주어진 우선순 에 기반하여 각 센서 노

드들이 유연한 공평성을 가지는 동시에 일정 수  이상

의 처리율을 보장하기 해 사용된다. 비율 제어는 먼

 높은 우선순 를 가진 트래픽에게 더 많은 역폭을 

제공하고 가 치에 따른 유연한 공평성을 제공한다. 

를 들어 싱크가 각 센서 노드들로부터 같은 수의 패킷

을 수신하길 원한다면 모든 노드들에 하여 같은 우

선순 를 제공하면 된다. 반면에 싱크가 특정 센서 노

드들로부터 센싱된 데이터를 좀 더 상세히 받고자 한다

면 이 노드들에게 높은 우선순 를 부여하여 더 높은 

역폭을 제공하면 된다.

2.1 혼잡 탐지
TCP와 같은 통 인 로토콜에서 혼잡은 IP 패킷

의 ECN 비트나 송자의 타이머, 는 ACK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간 노드들이 

큐 유율이나 무선 채  상태 등을 검사하여 혼잡을 

탐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혼잡 수 을 명확

히 반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혼잡 수 을 명확히 

측정하기 해 큐 유율에 더하여 패킷 평균 도착율와 

패킷 송율을 함께 혼잡 탐지에 사용하 다. 패킷의 

평균 도착율을 
 , 패킷 송율을 

라 하고 큐 유율

을 
라 한다. 여기서 패킷 도착율은 소스나 경유 트래

픽으로부터 순차 으로 도착하는 패킷 사이의 시간간

격을 의미하며, 패킷 송율은 노드에서 처리를 마치고 

다음 노드로 출발하는 간격이다.  큐 유율을 특정 시

간 t 에서의 큐 사용량을 의미한다. 

패킷 도착율과 패킷 송율은 한 노드의 혼잡을 결정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노드 i에서 이들 둘 사이의 

비율 c(i)를 실제 혼잡탐지에서 사용하게 된다.

                

                 (1)

여기서 c(i)<1인 경우 패킷 도착율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며 c(i)>1인 경우 노드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므

로 패킷 도착율을 낮추어야 한다. 

평균 패킷 도착율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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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노드의 평균 경유 트래픽 
은

          
  

 ′         (2)
이며, 여기서 는 0<<1의 값을 가지는 상수, t는 

패킷의 도착 시간, t'는 이  패킷의 도착 시간이다.

따라서 노드 i가 송해야 할 체 데이터는 소스 트

래픽과 경유 트래픽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

한 노드의 패킷 송율 
는 다음과 같다.

             
  

 ′           (4)
여기서 는 0<<1의 값을 가지는 상수이며, ′
는 방  송된 패킷의 서비스 시간이다.  

상기의 식들을 통해 혼잡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1) 첫 번째 경우 : 
는 임계치 

 를 넘지 않았으나 

c(i)가 1을 넘어선 경우 즉, 


  < 

  and c(i) > 1

  이러한 경우 큐 유율은 차 높아질 것이며 가까

운 시간 내에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잡 회

피를 수행한다.

2) 두 번째 경우 :  
는 임계치 

 를 넘어 서고 c(i)

가 1보다 작은 경우 즉, 


  > 

  and c(i) < 1

  이러한 경우 높은 큐 유율로 인해 가까운 시간내

에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잡 회피를 

수행한다.

3) 세 번째 경우 : 
가 임계치 

 를 넘고 c(i)가 1을 

넘어선 경우, 


  > 

  and c(i) > 1 

  이는 재 과도한 혼잡 상태이며 즉시 혼잡 제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혼잡 회피를 해, 세 

번째 경우는 이미 혼잡이 발생한 상태로서 혼잡 제어가 

필요하게 된다. 

제안 기법에서는 큐 유율과 패킷 도착율/패킷 송

율의 비를 모두 고려하여 혼잡도 CD(i)를 계산한다. 혼

잡도의 개념은 [6]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기존의 

혼잡도는 패킷 도착율/패킷 송율만을 활용하나 제안 

기법은 큐 유율과 패킷 도착율/패킷 송율을 함께 

사용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노드 i 에서의 혼잡도 CD(i)는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α와 β는 큐 유율과 패킷 도착율  어느 것

에 가 치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수로 값의 범 는 

0≤ α,β ≤1 이다.

2.2 혼잡 공지
혼잡 공지는 ECN(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이나 ICN(Im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ECN은 부가 인 오버헤드를 유발하는 특별한 

제어 메시지를 통해 혼잡을 공지한다. 이에 반해 ICN은 

데이터 패킷의 헤더에 혼잡 정보를 피기배킹하여 달

한다. 무선 채 의 로트캐스트 특성을 활용하여 자식 

노드는 그들의 부모 노드로부터 혼잡 정보를 받을 수 

있다. ICN은 이러한 방법으로 부가 인 제어 메시지의 

송 없이 혼잡 공지가 가능하다. 

제안 기법에서는 각 센서 노드 i에서 ICN을 사용하며 

포워드 될 데이터 패킷의 헤더에 혼잡 정보를 추가한

다. 혼잡 공지는 2.1 의 혼잡 형태  어느 하나의 상

황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송된다.

2.3 혼잡 회피
혼잡 회피는 혼잡 형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발

생할 때 수행된다. 일반 으로 혼잡도의 값이 

0.5<CD(i)<1인 경우 재 패킷 도착율이 높거나 큐 

유율이 임계치에 근 한 경우이므로 가까운 시간내에 

혼잡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는 패킷 도착율과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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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에 따라 과부하 노드를 별하며 과부하 노드는 싱

크로의 경로를 변경하여 다른 노드로 부하를 분산한다. 

[그림 4]에서는 혼잡 회피 알고리즘의 개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과부하가 발생한 노드를 i-1라 할때  혼잡 

회피 알고리즘은 노드 i-1의 자식들에 한 새로운 부

모를 탐색하여 싱크로의 경로를 변경한다. 그림에서 잠

재 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노드는 자식노드들과 통신

이 가능한 무선 범 내에 존재하는 q이다. 

그러나 새로운 부모 노드를 찾는 데에는 두 가지 잠

재 인 문제 이 존재한다.

1) 연쇄반응 : 연쇄반응은 자식 노드 i가 새로운 부모 

q를 등록하 으나 i의 출력이 계속하여 과부하 데

이터를 출력하는 경우이다. 과부하는 q에서부터 

싱크 노드까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

2) 수렴 : 수렴은 몇몇 자식 노드들이 새로운 부모로 

모두 q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q는 새롭게 

연합한 부하들에 따라 과부하 생태가 된다.

연쇄반응은 경로를 변경하기 에 새로운 부모의 평

균 부하를 미리 검사하면 피할 수 있다. 한 수렴은 과

부하 상태인 개별 자식 노드에 의해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앙집 인 방식으로 부모를 선택하도록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림 4. 혼잡회피를 위한 자식 노드의 경로 변경

제안 알고리즘에서 과부하가 발생한 노드 i-1은 자식 

그룹 C에게 다른 부모를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자식 

노드 i∈C는 잠재  부모들의 집합 Q에 정보 수집을 

한 메시지를 로드캐스트하며 루  방지를 해 q∈Q

는 i-1 노드를 자신의 조상으로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i의 혼잡도 CD(i)가 0.5 이하로 q가 수용

할만한 수 이라면 Q는 자신의 평균 부하와 벨 데이

터를 송한다. 노드 i는 혼잡도가 가장 낮은 노드 q를 

자신의 새로운 부모로 등록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송한다.

REROUTE( ) 
IF ( 0.5 < CD(i-1) < 1) THEN 
   send message to all Child Group C (Reroute 
   Request) 
  IF ( i ∈C receives Reroute Request) THEN 
     send message to neighbor candidate parents(   

    
     Collect Candidates’ Information)
      set ( timer (i) ) 
   IF ( q ∈Q receives Candidates' Information from i 

)
    THEN IF (check ancestors ( no i-1 node in q's
    ancestors) AND (q's CD(q)<0.5))

THEN send message to i( Response       
   

         Candidate’ Information, q's CD(q)) 
   IF ( i receives Response Candidate’ Information)  

    THEN save result from q

 IF ( timer at (i) expires ) THEN {
  IF ( results exist ) THEN {
    choose and register new parent (from saved 

results, 
    choose q that has the smallest CD(q) value ) 
  update ancestors’information(to descendents of i)   

 
  }
ELSE do nothing
}

그림 5. 혼잡회피를 위한 경로 변경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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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율 제어
비율 제어는 혼잡 형태  세 번째 경우에 수행된다. 

일반 으로 CD(i)>1인 경우 재 큐 유율 는 패킷 

도착율이 임계치를 넘어선 경우로 이미 혼잡이 발생한 

상태이다.

비율 제어에서는 기본 으로 혼잡 회피가 실패하여 

더 이상 가용한 부모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송되는 데이터율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으며 스

러의 가 치를 변경하여 우선순 를 제어함으로써 

우선순 가 낮은 패킷의 포워딩을 먼  감소시키도록 

한다. 그림 3에서 본 바와 같이 스 링 율 
 는 노드

의 송율 
보다 낮을 경우 혼잡 없이 패킷을 송할 

수 있다. 따라서 혼잡이 발생할 경우 스 링율 
 를 

조 하면 혼잡을 제어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혼잡을 처리하는 데에는  TCP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

사한 혼잡 공지(CN)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CN

은 혼잡을 알려  수는 있으나 혼잡의 종류와 정도에 

한 정보는 없으므로 제한 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따

라서 노드가 혼잡에 한 정보를 받고 얼마나 비율을 

조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

하다. 

제안 기법에서는 좀 더 효율 인 비율 제어를 해 

혼잡 형태와 우선순 에 한 정보를 노드들에게 제공

한다. 먼  혼잡 도 CD(i)와 우선순  P를 통해 부가

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기법에서 노드는 혼

잡에 한 공지를 자신의 부모 노드로부터 수신하며 링

크 수  혼잡과 노드 수  혼잡을 제어하기 해 스

링율 
 와 소스 생성율 

 , 경유 트래픽 송율 
를 

조 하도록 한다. 

스 링 비율 조 은 다음과 같은 차로 수행된다. 

먼  각 노드 i 는 단지 하나의 부모만을 가진다고 가

정하며 노드 i는 부모 노드 i-1로부터 달되는 패킷을 

통하여 노드 i-1의 혼잡 정보를 알 수 있다. 노드 i는 이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스 링율과 소스 생성율을 조

한다. 기 스 링율은 
 의 기값으로 이는 



와 같다. 혼잡에 따른 스 링율의 조 은 다음의 2가

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1) 노드 i가 경유 노드로만 활용되다가 자신의 소스 

트래픽을 생성하기 시작하면 패킷 도착율과 송율의 

비 c(i-1)은 증가하며 혼잡도 CD(i-1)은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노드 i는 자신의 스 링율 
 를 낮추어야 

한다.  

2) 자식노드의 집합 C는 그 로 이나 작은 트래픽을 

보내던 노드들이 량의 트래픽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

는 경우, 는 새로운 소스 노드의 경유 노드로 i가 추

가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혼잡도는 증

가하나 노드 i는 높은 링크 활용율을 유지하기 해 스

링율 
 를 상  노드 i-1에서 혼잡 공지가 수신될 

때까지 그 로 유지한다.

상기의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노드 i의 소스 생성율과 

경유 패킷의 송율을 조 하여 스 링율을 구한다. 

패킷의 스 링율은 트래픽 우선순  P에 의해 갱신

된다. 한 노드에는 두 가지의 트래픽이 있으므로 우선

순 는 소스 트래픽 우선순  
와 경유 트래픽 우선 

순  
를 가지며 이들은 실제 스 러에서 가 치를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로컬 우선순  
와 


로 변경되어 사용된다.

              
 







              (6)

         








 or 1-
          (7)

우선순 는 패킷에 하나의 비트로 표시할 수 있으며 

패킷의 종류에 따라 는 사용자에 의해 값이 결정될 

수 있다. 

비율 제어에 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먼  

재 서비스 할 수 있는 평균 송율을 기 스 링율

로 설정하고 노드의 체 서비스율을 설정한다. 만일 

혼잡이 발생하여 CD(i-1)이 증가하면 우선순 에 따른 

비율제어를 수행하고 스 러의 서비스율 
 를 스

러 제어 상수 (0<<1)만큼 낮추어 상  노드 i로 

보내는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CD(i-1)값이 다시 혼잡 

수  아래로 감소하면 스 러를 리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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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_ADJUSTMENT() 
  total_rate = 



  


 = total_rate

  IF ( i ∈C creates new traffic) THEN

  = 

 ∙(1-(
 /total_rate)) 

  IF ( CD(i-1) ≧ 1) THEN{
     

  = 
  ∙ total_rate

     
  = 

  ∙ total_rate
     WHILE ( CD(i-1) ≧ 1)
     {


  = 

  ∙ 

check ancestor node i-1's CD(i-1) value 
      }
     


 = 



  } 

그림 6. 비율제어 알고리즘

IV. 실험 및 결과 분석

1. 실험 환경
시뮬 이션은 NS simulator에서 구 되었으며 사용

되는 라미터 설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무선 역

폭은 100kbps로 설정하 다.

시뮬 이션 라미터 값

센싱 영역 60m, 60m~210m, 210m
인터페이스 

대기행렬 크기 50

센서 노드의 수 50, 100
노드의 전송 거리 30.5m

패킷의 크기 64 byte
센싱 이벤트의 
발생 분포 포아송 프로세스

전체 센싱 이벤트의 
발생률 10~40

스케줄러의 큐 크기 40 패킷
사용한 스케줄링 기법 WRR

상수 α=0.5, β=0.5, γ=0.9

표 1.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그리고 체 네트워크의 크기는 실험의 종류에 따라 

가변 으로 가정하 으며, 실험 결과는 10번 실험의 평

균값이다.

2. 결과 분석
본 에서는 제안 혼잡 탐지  제어 알고리즘의 시

뮬 이션을 통해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도록 한다. 혼

잡도 CD를 구하기 한 상수로 α=0.5, β=0.5를 사용하

다. 이는 큐 길이와 패킷 서비스율을 동등하게 취

하여 혼잡을 탐지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비율제어를 

한 상수 γ=0.9로 이는 노드에서 패킷 폐기가 발생할 정

도의 혼잡인 경우 CD가 1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지속

으로 10%씩 노드의 서비스율을 낮추도록 하 다.

첫 번째 실험은 네트워크 효율성에 하여 실험해 보

았으며, 네트워크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8)

여기서 U는 유용한 패킷의 집합, P는 모든 패킷의 집

합, hops(p)는 패킷 p가 차지하는 각 홉 간의 범 , 

xmits(p, i)는 hop i에서 패킷 p의 송 수이다.

그림 7. 네트워크 효율성 

[그림 7]은 네트워크 효율성 를 제안 기법과 혼잡 

제어가 없는 경우에 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두 가지 기법 모두 센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 효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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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이는 송 패킷 수가 많아 질수록 패킷의 오

류나 재 송이 증가하며 MAC 계층의 경쟁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율성은 부하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다음은 큐 유율에 한 것으로 제안 기법과 혼잡 

제어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서 큐 사이

즈는 40패킷을 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 으며 제안 기

법에서 =20과 30패킷으로 실험해 보았다. 두 경우 

모두 혼잡 제어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평균 큐 길이가 

감소하며 이는 오버 로우로 인한 패킷의 폐기 확률을 

낮추어 주고 재 노드와 상  노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20인 경우 큐 유율이 매

우 낮게 나오며 이는 낮은 큐 임계치 값으로 인해 경로 

변경이 자주 발생하여 부하를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잦

은 경로 변경은 지연과 에 지 소모를 유도하므로 제안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가능한 높은 큐 임계치를 정하

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큐 점유율 비교

[그림 9]와 [그림 10]에서는 체 네트워크 센서 노드

의 스 링 큐에서 폐기된 패킷의 수와 부하에 따른 

평균 지연 시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제안 기법은 우

선순 가 높은 패킷과 우선 순 가 낮은 패킷을 구분하

여 표시하 다.

먼  [그림 9]를 보면 제공된 부하에 따라 큐의 크기

를 넘어선 패킷들이 버퍼 오버 로우로 인해 폐기된 수

를 보이며 부하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패킷의 폐기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체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할수

록 혼잡 제어가 없는 경우와 제안 기법을 사용한 경우

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혼잡회피

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과부하의 경우 노드의 스

링 큐의 서비스율이 우선순 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

로 패킷의 폐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9. 패킷 폐기율 비교

[그림 10]은 부하에 따른 평균 패킷 지연을 나타낸 것

으로 제안 기법은 우선순 에 따라 지연시간을 나타내

었다. 지연시간은 제안기법에서 우선순 가 낮은 패킷

의 경우 혼잡제어가 없는 경우보다도 더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큐에 여유가 있어도 잦은 경로 변경을 수행하

므로 경로변경에 따른 지연, 최  경로의 사용 감소 등

의 이유로 지연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선

순 가 높은 패킷은 과부하시 스 링 큐에서 더 높은 

서비스율로 패킷을 송하므로 지연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10. 지연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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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1]은 혼잡 제어를 수행하면서 송율

의 에서 트래픽 간의 공평성을 살펴본 것이다. 공

평성을 평가하는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는 i번째 센서로부터 달된 패킷의 송 

성공율이며 n은 네트워크 내의 센서 개수이다. [그림 

11]은 네트워크 부하의 증가에 따른 공평성의 변화를 

혼잡제어가 없는 경우와 비교한 것으로 제안 기법이 패

킷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우선순 에 따른 스 링을 

수행하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공평성 비교

V. 결론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 과 더불어 최근 많은 심을 

받고 있는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시간 제약과 에 지 제

약이 가장 요한 연구 이슈로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혼잡을 감소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혼잡 탐지  혼잡 제어 기법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본 논문에서는 큐 유율과 평균 패킷 도착율/패킷 

송율을 기반으로 하여 혼잡 탐지를 수행하게 하 으

며 이는 재 혼잡의 정도와 앞으로 혼잡이 발생할 가

능성을 측하기 함이다. 이를 통하여 혼잡도 CD(i)

를 구하고 혼잡도를 활용하여 재의 혼잡 정도와 혼잡 

회피가 필요한가에 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혼잡 회피는 혼잡이 발생한 노드의 자식 노드에서 싱

크 노드로의 경로를 재라우 하여 혼잡을 감소시킨다. 

혼잡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라우 으로 혼잡을 해결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노드 스 러의 서비스율을 우선

순 에 따라 조정하여 혼잡을 처리하 다. 우선 순 는 

경유 트래픽과 소스 트래픽의 두 가지 트래픽 패킷에 

지정될 수 있으며 우선 순 에 따라 서비스율을 제어하

여 우선 순 가 높은 패킷이 더 작은 지연과 패킷 손실

율을 가지도록 하 다. 

시뮬 이션을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혼잡 탐지  

제어 기법은 큐의 상태와 패킷 도착율 등의 간단한 계

산만 필요로 하므로 구 이 쉽고 실시간 특성을 우수한 

성능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보 다. 특히 부하를 분산

시켜 에 지 소모가 특정 경로, 는 특정 노드에 집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선 순  제어에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센서네트워크는 다양한 어 리 이션들을 가지며 각 

어 리 이션마다 특성화된 혼잡 제어 는 스 링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두 가지 트

래픽에 해서만 우선순 를 제공하고 스 러는 

WRR을 사용하 으나 일반 인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

서는 제안 기법의 특성만으로도 충분히 요구사항을 만

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구 되는 혼잡 

탐지와 제어 기법들의 특성 분석이 필요하며, 목 에 

따라 합한 알고리즘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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