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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각 단말이 제한된 전력을 갖고 각 송수신단의 전송률이 최소 전송률을 만족시켜야 하는 해상의 센서
네트워크를 고려한다. 단말의 전력이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네트워크의 동작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에너지 효율을 성능 척도로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은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의 간섭제어기법
또는 물리계층의 전송률 조정 기법을 통해 향상 될 수 있으며, 두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연대최적화를 수행하면 에너지
효율이 더욱 향상 됨을 보인다.

Ⅰ. 서 론
해상 통신 등에서 사용되는 센서네트워크의 단말들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므로 전력 효율을 높임으로써
단말의 동작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므로 센서
네트워크의 송수신단 짝이 QoS(quality of service)를
만족 시키면서 패킷 전송당 전력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1]-[3]. 논문 [1]에서는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 재전송 프로토콜을 고려하여
전력 분배 및 전송률 최적화 기법을 연구하였다. 논문
[2]에서는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재전송 프로토콜에
다중화(multiplexing)기법을 사용하면 전력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논문 [3]에서는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재전송시의 백오프(back-off) 시간을
최적화하였다.
센서 네트워크는 여러 단말들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MAC(media access control)프로토콜을 사용하므로
MAC 프로토콜의 특성에 따라 수신단이 받는 간섭의
특성이 변화한다. 기존 연구에는 다중 접속에 의해
발생한 간섭을 고려하지 않고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므로
간섭을 고려한 계층간 최적화 기법을 통해 전력 효율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임의접속 (random access) 프로토콜이 S-ALOHA
(slotted ALOHA) 프로토콜일 때 간섭 특성을 고려한
계층간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전송률과
간섭을
모두
제어하는
S-ALOHA
프로토콜(SA-RI)이 전송률 제어를 하는 S-ALOHA
프로토콜(SA-R)과
간섭
제어를
하는
SALOHA 프로토콜보다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보였다.

Ⅱ. 시스템 모형 및 문제의 공식화
본 논문에서는 단말의 위치 분포가 밀도 λ𝑛 의 균일
PPP(homogeneous Poisson point process) Φ𝑛 인

무한히 큰 해상 무선 네트워크를 가정한다. 네트워크에서
한 단말은 𝜌𝑠 의 확률로 소스단말이 될 수 있고,
소스단말이 아닌 단말 중에 임의로 하나의 목적단말을
선택하며, 소스-목적단말의 짝은 소스단말과 목적단말이
아닌 단말 중에 임의로 중계기를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단말, 목적단말, 중계기들로 이루어진
링크를 끝간 링크(e2e link)라고 한다. N − 1 개의
중계기로 이루어진 끝간 링크는 N 개의 홉으로
이루어지며 각 홉은 하나의 송신단과 수신단을 갖는다.
모든
송신단의
송신
전력은
P 로
동일하다.
네트워크에서 i번째 끝간 링크의 패킷당 전송률은 𝑟𝑖 이고
전송률이 최소 전송률 𝑅𝑖,𝑚𝑖𝑛 보다 높아야 한다.
MAC 프로토콜은 S-ALOHA 프로토콜이고, 송신단은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접속권(access right)을 매
슬랏에서 q의 확률로 얻는다. 패킷은 복호후 전달 기법을
사용하여 한 홉씩 목적단말로 전송된다. 매 홉에서는
최대 전송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위와 같은 모형에서 시간슬랏 t 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있는 송신단의 집합은 Φ𝑡 이고, 이는 밀도가 λ = 𝑞λ𝑠 인
균일 PPP 이다[4]. 여기서 λ𝑠 = ρ𝑠 λ𝑛 는 단위 면적당
소스단말의 수이다. 네트워크의 i번째 끝간 링크의 j번째
−𝛼
홉의 거리가 𝑑𝑖,𝑗 일 때 큰 단위 페이딩이 𝑑𝑖,𝑗
이고, 매
슬랏의 작은 단위 페이딩이 Exp(1)이면, 한 홉의
수신단에서 전송률이 𝑟𝑖 인 패킷을 복호할 확률은
2
2𝑟𝑖 − 1
p(𝑟𝑖 , 𝑞) = 𝑒𝑥𝑝 �−
− 𝑞λ𝑠 (2𝑟𝑖 − 1)𝛼 𝐾𝛼 𝑑𝑖,𝑗 � (1)
𝑑𝑖,𝑗 𝑃/𝑁0
이다. 여기서 𝑁0 는 정규 가우시안 잡음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power
spectral
density)이고
𝛼>2
는
경로감쇠지수(path
loss
exponent)이며 𝐾𝛼 = 2𝜋 2 /
(𝛼 sin(2𝜋/𝛼)) 이다[Weber]. 각 홉에서 𝑞 의 확률로
패킷을 송신하기 때문에, 한 슬롯에서 복호에 성공할
확률은 𝑞p(𝑟𝑖 , 𝑞) 가 되고 홉이 N 일 때 패킷을
목적단말에 송신하기 위한 평균 슬랏 수 E[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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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송횟수로부터

끝간

N=2, λs =0.2, d=1, SNR=20dB, α =2.5

링크의

𝑟𝑖
𝑟𝑖
=
(2)
E[S] N/𝑞p(𝑟𝑖 , 𝑞)
이다. 재전송 프로토콜에서는 수신단이 복호에 성공할
때까지 송신을 반복하므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은 패킷의 복호에 필요한 평균 전송 횟수 E[T] =
N/p(𝑟𝑖 , 𝑞) 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송률을
조정하는 S-ALOHA 프로토콜을 SA-R 프로토콜,
접속확률 q 를 조정하여 간섭제어를 하는 S-ALOHA
프로토콜을 SA-I 프로토콜, 둘 모두를 조정하는
프로토콜을 SA-RI 프로토콜이라고하자. SA- 𝜑 , 𝜑 ∈
{𝑅, 𝐼, 𝑅𝐼} , 프로토콜의 전력 효율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min
N/p(𝑟𝑖 , 𝑞) s. t. 𝑅𝑖 (𝑟𝑖 , 𝑞) ≥ 𝑅𝑖,𝑚𝑖𝑛
(3)
𝜑
𝑅𝑖 (𝑟𝑖 , 𝑞) =

𝑠

여기서 𝑠 𝑅 = 𝑟𝑖 , 𝑠 𝐼 = 𝑞, 𝑠 𝑅𝐼 = (𝑟𝑖 , 𝑞)이다.

Ⅲ. 모의실험

본 단원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SA-R, SA-I, SA-RI
프로토콜에서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비교해본다. 모의
실험에서는 λ𝑠 는 0.2, 끝간 링크의 거리는 1, 홉수는 2,
송신전력이 20dB, 경로감쇠지수는 2.5, 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중계기가 소스단말과 수신단말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다. 편의를 위해 𝑟𝑖 는 𝑟 로
𝑅𝑖,𝑚𝑖𝑛 은 𝑅𝑚𝑖𝑛 으로 간략히 나타내었다. 그림 1 은
프로토콜들의 전력효율을 최소전송률요건 𝑅𝑚𝑖𝑛 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모든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𝑅𝑚𝑖𝑛 이
특정 임계값 이상이면 전력효율이 0 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적화 파라미터 𝑠 𝜑 를 최적화해도
끝간 링크의 전송률이 𝑅𝑚𝑖𝑛 보다 작기 때문이다. SA-RI
프로토콜의 성능이 SA-R 과 SA-I 보다 좋으며, SA-R 과
SA-I 의 상대적 성능은 𝑅𝑚𝑖𝑛 의 값과 주어진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변화한다. 그림 2 는 𝑅𝑚𝑖𝑛 에 따른 최적q값인
𝑞𝑜𝑝𝑡 와 최적 r 값인 𝑟𝑜𝑝𝑡 의 변화를 나타낸 값이다. 𝑅𝑚𝑖𝑛 의
값이 작은 경우에는 𝑞𝑜𝑝𝑡 의 증가량보다 𝑟𝑜𝑝𝑡 의 증가량이
크지만 𝑅𝑚𝑖𝑛 이 증가하면 𝑞𝑜𝑝𝑡 는 증가하지만 𝑟𝑜𝑝𝑡 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r 값이 작은
경우에는 r 의 증가에 의한 수신단의 복호 성공 확률
p(𝑟, 𝑞) 의 감소가 q 에 의한 감소보다 작지만 r 값이 큰
경우에는 q 의 증가에 의한 p(𝑟, 𝑞) 의 감소가 r 에 의한
감소보다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q 는 1 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𝑞𝑜𝑝𝑡 가 1 에 도달한 이후에는 r 의
증가를 통해 𝑅𝑚𝑖𝑛 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림 2 는 𝑅𝑚𝑖𝑛 에
따라 𝑞𝑜𝑝𝑡 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보이지만 그림 1 을 통해
q=1 로 설정한 SA-R 프로토콜의 성능과 SA-RI 의 성능
차이가 최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스템의
복잡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각 단말의 접속확률을 1 로
정하고 전송률을 조정해도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각 단말의 에너지가 제한된 센서
네트워크의 동작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계층간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간섭 제어와 단말의
전송률제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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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𝑅𝑚𝑖𝑛 에 따른 프로토콜들의 전력효율의 변화
SA-RI, N=2, λs =0.2, d=1, SNR=20dB, 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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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𝑅𝑚𝑖𝑛 에 따른 최적q값인 𝑞𝑜𝑝𝑡 와 최적 r 값인
𝑟𝑜𝑝𝑡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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