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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네트워크의 전파 비대칭성을 고려한 BTB-TDMA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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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s in UA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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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중 음향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위치와 이동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지연 시간을 추정하여 시간 블록이라는 새
로운 슬럿 단위로 노드들의 전송 스케줄을 설정하는 Block-Time-Bounded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BTB-TDMA) 매체접속제어 방식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드의 이동으로 인해 상향 (uplink)과 하향
(downlink)의 전파지연이 비대칭적이 되고, 이에 따른 수신 충돌이 BTB-TDMA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
션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전파지연 비대칭성으로 인한 수신 충돌률, 채널접속지연, 채널효율을 수학적으로 모
델링하고, 수중노드의 수, 네트워크 범위, 수중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라 BTB-TDMA 시간 블록의 길이를 변화시켜
광범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수신 충돌을 최소화 하면
서, 채널 접속지연과 채널효율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간 블록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성능지표를 제시한다.

ABSTRACT
A Block-Time-Bounded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BTB-TDMA) 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which
estimates the propagation delay of nodes according to their location and moving velocity information, has been
proposed for underwater acoustic networks. BTB-TDMA provides nodes with their transmission schedules by a time
block that is a time unit, newly designed for BTB-TDMA.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e receiver collision, that
is induced by the asymmetry between node’s uplink and downlink propagation delay due to its mobility, affects the
performance of BTB-TDMA. To do this, we analytically obtain the collision rate, the channel access delay, and the
channel utilization by considering the asymmetry of propagation delay. Then, simulations are extensively performed
with respect to the length of a time block by varying the number of nodes, the network range, and the node's velocity.
Thus, the simulation results can suggest performance criteria to determine the optimal length of a time block which
minimizes the collision rate and concurrently maximizes the channel access delay and the channel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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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네트워크의 전파 비대칭성을 고려한 BTB-TDMA 성능 분석

대칭성으로 인해 전파지연시간을 활용한 전송 스케쥴

Ⅰ. 서 론

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BTB-TDMA 성능도 달라
질 수 있다.

해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중음향 네트워
크 (UANet: Underwater Acoustic Network)기술을 접목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드의

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되고 있다. UANet 어플

전파지연 비대칭성을 고려한 BTB-TDMA 성능평가를

리케이션은 해저지형 탐사, 지진 및 쓰나미 경고, 해양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전파지연 비대칭성으로 인한 데

환경 감시, 해양 방어체제 [1]등이 있으며, 이러한 어플

이터 패킷의 수신 충돌률(CR: Collision Rate)을 정의하

리케이션을 수중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중네트워크

고,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유효 패킷에 대한 채널접속

의 제한적 요소들을 (매우 긴 전파지연 (1500m/s), 열악

지연 (CD: Channel Delay)과 채널효율(CU: Channel

한 수중 채널로 인한 높은 비트 에러율, 주파수 사용 제

Utilization)을 재정의한다. 시뮬레이션은 전파지연 비

약에 따른 제한된 대역폭, 충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

대칭성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의 길이에 따

한적 전력소비[2]) 고려해야한다. 특히, 매우 긴 전파

라 변화되는 BTB-TDMA의 CR, CD, CU 성능을 비교

지연 시간을 극복하고자 UANet을 위한 시간분할방식

한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매체접속 제

범위, 수중노드의 수, 수중노드의 이동 속도에 따른 성

어들(MAC: Medium Access Control)이 제안되어 왔다

능 분석을 통해 시간블록 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3-6]. 이는 노드 간 접속 경쟁을 피해 패킷 충돌로 인한

성능지표를 제시한다.

재전송을 막고, 전파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노드의 전송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BTB-

스케쥴을 정하는 MAC이다. 이러한 TDMA MAC에서

TDMA의 목표 어플리케이션인 UANet 구조를 소개하

수중 노드는 대부분 추진력이 없는 고정 노드로 해류

고, 제 3장에서는 BTB-TDMA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에 의한 이동성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최근의 UANet

다. 제 4장에서는 BTB-TDMA 성능분석을 위한 성능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인 잠수정(AUV: Autonomous

라미터 정의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제 5

Underwater Vehicle), 글라이더, 잠수함 과 같이 추진력

장에서 향후 연구 계획과 함께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을 가진 이동노드들이 임의 속도로 자유자재로 토폴로
지가 변형하는 네트워크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수중에서 추진력을 가진 이동노드를 고려한

Ⅱ. UANet 구조

UANet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BTB-TDMA (Block
Time Bounded TDMA) [7]가 제안되었다. BTB-TDMA

본 장에서는 목표 UANet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는 노드 간 전파지연 시간과 노드의 이동 속도를 고려

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UANet은 수중노드

하여 한 주기 동안 변화되는 노드의 전파지연시간을 추

(UN: Underwater node), 마스터 노드(MN: Master

정하여 전송 스케쥴을 정한다. 추정된 전파지연 (ED:

node), 중앙 지휘선박, 연안국, 위성으로 구성된다. 무인

Estimated Delay)은 BTB-TDMA의 시간 슬롯 단위인

잠수정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과 같이

시간블록 (time block)  를 통해 표현되며, 노드의 전

수중노드는 임의의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스터

송시각은 여러 개의 로 구성된 ED에 따라 결정된다.

노드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해양자료를 수집

따라서 의 길이에 따라 BTB-TDMA의 성능이 크게

하거나 다른 노드들과 협업 작업을 수행한다. 마스터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7]에서는 채널접속시간과

노드는 부이와 같은 형태로 해수면에 고정되어 위치하

채널효율 측면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때, 노

며, 수중노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 지휘선박이

드의 전파지연 시간은 대칭적이라는 가정 하에 상향링

나 연안국으로 전달하거나 수중노드에 명령을 전달한

크와 하향링크의 전파지연 시간을 동일하게 간주하였

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스터 노드에는 2종

다. 그러나 추진력을 지닌 이동노드는 임의의 속도로

류의 트랜스시버가 장착되는데, 수중노드와의 통신을

계속 이동 중이므로 상향링크와 하향링크의 전파지연

위한 수중음향 트랜스시버와 연안국이나 해수면에 위

값과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노드의 전파지연 시간 비

치한 노드들과의 통신을 위한 RF 트랜스시버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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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중음향 네트워크 구조
Fig. 1 The architecture of underwater acoustic networks

앙 지휘선박은 해수면에서 이동하며 수중 임무에 대한

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육상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서

명령을 내리거나 마스터 노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버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속

연안국이나 위성에 전송한다. 중앙 지휘선박은 여러 종

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류의 트랜스시버를 장착하여, HF (High frequency),
VHF (Very-high frequency) 대역 트랜스시버와 위성 통
신을 위한 트랜스시버들을 이용하여 통신한다. 연안국

Ⅲ. BTB-TDMA

은 육상 백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수중에서 수집된 여
러 종류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수집

3.1. BTB-TDMA 프레임 구조
본 장에서는 BTB-TDMA 구조와 프로토콜 동작 절

된 데이터를 액세스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UANet 전반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그림 2는 BTB-

중앙 지휘선박국이 마스터 노드에게 명령하여 수중노

TDMA의 프레임 구조이며, 초기화 과정을 위한 프레임

드로부터 수집된 해양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한다. 명령

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레임으로 크게 2종류로 나뉘

을 받은 마스터 노드는 수중음향 트랜스시버를 이용하

며,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로 구성된다.

여 수중노드에게 비콘 메시지를 이용하여 해양데이터

∙ max : 네트워크 범위에 따른 수중노드의 최대 전파

수집을 명령을 브로드캐스팅한다. 비콘을 수신한 수중

지연 시간이다.

노드는 할당된 시간슬롯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를 마스

∙  : 하나의 데이터 패킷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전송

터 노드에게 전송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신한 마스터

지연 시간으로 패킷 길이와 데이터 속도에 따라 달

노드는 중앙 지휘선박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중앙 지

라진다.
∙ : BTB-TDMA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시간블록

휘선박은 수신된 데이터를 연안국에 전송한다. 연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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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TB-TDMA 프레임 구조
Fig. 2 The frame structure of BTB-TDMA

(Data time block)으로 시간슬롯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 노드의 패킷 전송 순서가 결정되며,  번째 전송순서

기본 단위가 된다. 가 작을수록 BTB-TDMA에서

의  는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세밀한 시간범위를 줄 수 있다.

∙  : 최대 데이터 시간블록 수로   max가 된다.

 

∙  : 네트워크 범위 내에 위치한 수중노드의 수이다.

⌊ ⌋





(1)

초기화 과정을 위한 프레임은 동기화(SYNC) 패킷을

여기서  는  의 길이에 따라 구성된  개수이

전송하기 위해 여러 SYNC 시간 슬롯으로 구성되며, 슬

며, 이를 기준으로 수중노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

롯 길이는 수중노드가 패킷을 받아서 응답하는 데까지

작시간   과 종료 시간   이 다음과 결

소요되는 최대 시간인 max 가 된다. 데이터 전송을 위

정하게 된다.

한 프레임은 비콘 전송을 위한 비콘 시간슬롯과  개의
데이터 시간블록과  개의 데이터 시간슬롯으로 구성

   max            

된다. 비콘 시간슬롯의 길이는 max 이고, 데이터 시간슬

   max     

(2)

롯 길이는 패킷전송시간  와 시간슬롯의 단위길이인 
수중노드의 초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마스터 노드는

합이다.

비콘을 통해 수중노드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할당된 시
BTB-TDMA는 초기화 과정은 마스터 노드가 SYNC

간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한다. 비콘을 수신한 수중노드
는   시각에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고, 마스터

패킷을 브로드캐스팅하여 수중노드의 응답 메시지 수

노드로 전송된 데이터 패킷은   내에 수신이 완

신을 통해 각 수중노드의 왕복지연시간 (RTT: Round

료된다.

3.2. BTB-TDMA 동작 절차

trip time)을 계산하여 수중노드와 마스터 노드 간 전파
지연 시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는 수중 전파지연
시간이 대칭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BTB-

Ⅳ. 성능 평가

TDMA는 위치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수중노드의 위치
를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전파지연시간 변화량을 추정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파지연 비대칭성

하여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슬롯을 할당한다. 추정된

을 고려한 BTB-TDMA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전

전파지연 시간 ED는 시간 길이에 따라 긴 순서대로 수

파지연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패킷 수신 충돌률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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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패킷 수신충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7]에서

하면,  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정의되었던 채널 접속지연시간과 채널효율을 재정의한
다. BTB-TDMA 성능 분석을 위해 먼저 네트워크 파라

       
    
        
  



미터를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표 1. 네트워크 파라미터 정의
Table. 1 Network parameter description
파라미터



(3)

4.2. 채널 접속지연 (CD)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유효 패킷에 대한 채널 접속

설명

지연 CD는 수중노드가 전송 성공한 유효 데이터 패킷



수중 노드 수



수중 노드 색인 ( ≤  ≤  )

에 대해 채널 접속을 위해 소요된 지연 시간이다. 즉,



전송 주기의 횟수



주기 색인 ( ≤  ≤ )

 

수중 노드  가  번째 전송 주기에서
송신한 패킷

 
 
 
 
 


 

수중노드가 유효 데이터 패킷 송신 완료한 시점부터
유효 데이터 패킷 송신 시작 시점까지 소요한 시간으
로, CR이 높을수록 패킷 충돌이 잦아져서 유효데이터
송신을 위해 수중노드의 채널 접속 소요시간도 길어진
다. CD 성능 파라미터 유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번째 전송 주기에서 수중 노드  의 송신
패킷이 수신 시, 충돌된 패킷

을 한다.

 번째 전송주기에서 수중 노드  의 패킷

∙ 수중노드는    번째 전송 주기에서 성공적으로 데

충돌 확률

이터 패킷 전송완료한 후  번째 전송주기에서 데이

 번째 전송주기에서 수중 노드  의 전송

터 패킷 전송을 시작한다.
∙  번째 전송 주기에서 수중노드가 전송을 시작한 이

성공한 패킷에 대한 채널 접속 지연

 번째 전송 주기에서 수중 노드  의 패킷

후  번째 전송 주기에서 데이터 패킷을 성공적으로

전송 종료 시간

전송한다. 따라서  은  보다 크거나 같다 (  ≤  )

 번째 전송 주기에서 수중 노드  의 패킷
전송 시작 시간

 번째 전송 주기에서의 한 주기의 길이
 번째 전송주기에서 전송 성공한 패킷에

CD를 구하기 위해, 먼저   를 도출하도록 한
다. 만약,    이면, 수중노드는 충돌없이 패킷을 전송

대한 채널 효율

을 하므로, 그림 3에서 보듯이   는   와
    의 합이 된다. 즉,   는 수중노드가  번

4.1. 수신 충돌률 (CR)

째 주기에서 패킷을 송신한 시간부터    주기에서 새

CR은 한 전송 주기 동안 수중노드가 송신한 총 데이

로운 패킷을 전송하기 직전까지의 시간이다. 만약,
   이면, 노드  가 송신한 패킷이  번째 주기부터  주

터 패킷 수에 대한 충돌된 수신 패킷 수의 비율이다. 이
때의 충돌된 수신 패킷은 수중노드의 전송 스케쥴을 정

기까지 연속해서 수신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

할 때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아 수신 단에

 

서 할당된 시간 슬롯 내에 패킷을 수신하지 못할 때 발

며 이는   와     과

생한다. 즉, 수중노드의 전파지연 추정 시, 패킷이 전송



  의 합이 된다.

  

되는 동안 노드의 이동으로 인해 변화된 전파지연 시간

여기서, BTB-TDMA에서   는 전송주기에 상관

을 고려하지 않아 할당된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슬롯

없이 일정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에 패킷 수신이 완료되어 수신 출동을 일으키게 된다.
수중 노드  (  ≤  ≤  )의  (  ≤  ≤  )번째 전

   max     

송 주기에 대한 평균 패킷 수신 충돌률은 총 보낸 패킷
의 수 (   )와 수신 충돌이 발생한 패킷의 수

(4)

(   )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 주기와 노드들

우리는  의 모든 경우 (  ≤  ≤    )와 수신
충돌률    을 고려하여   를 다음과 같이 도

에 대해 평균을 취한 평균 수신 충돌율을  이라 정의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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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패킷 수신 충돌룰에 의한 전송주기 별 채널 접속지연 예
Fig. 3 An example of channel access delay according to transmission cycles with the effect of collision rate









  





       

∙


     


         

  

  

       





 



수는 줄어들게 되므로 CU의 성능은 낮아지게 된다. 전
송 주기  에 대한   는 다음과 같다.

 
(5)

 ∙  ∙   
   
 

따라서 각 주기에 대한 수중노드  의 평균 CD는

따라서 CU는 전송 주기  (  ≤  ≤  )에 대한 평
균  로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를  (  ≤  ≤  )와  (  ≤  ≤  )에 대해
평균을 취하면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
로 표현된다.


   
 

   ∙  ∙    
   
     
 




     

 

  

       



     



       



  









  ∙ 

     



 

(8)

   ∙  ∙    
 
     
max      





(9)

앞서  과 마찬가지로, 전파지연의 비대칭성

(6)

으로 인한 수신충돌이 없으면 채널 효율  는 다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수신충돌이 없으면

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채널접속 지연  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
  
max     

수 있다.




(10)

   



   
    



       (7)

4.4. 시뮬레이션 결과
BTB-TDMA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네트워
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중노드는 전송주기에서 전송할 준비가 되어

4.3. 채널효율(CU)
전송 성공한 유효 데이터 패킷에 대한 CU는 한 전송

있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할당되는 시간 슬롯의
수는 수중노드의 수  과 동일하다.

주기 동안 유효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데 소요된 시간
비로 정의된다. 즉, CR이 높을수록 유효 데이터 패킷의
5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9, No. 1 : 50~60 Jan. 2015

∙ 수중 노드들은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x, y, z 축으로

경우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조건 A: 네트워크 범위가 1500m, 수중노드의 최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초기 노드의 위치는 임의

이동속도는 5m/s이고, 수중노드의 수가 5, 25, 50개

로 주어진다.
∙ 수중노드의 이동 속도는 최대 이동속도 내에서 임의

일때

의 속도로 움직인다.
∙ 수중노드는 일정한 트랙픽을 발생시키며, 데이터 속

∙ 조건 B: 수중노드의 수가 25개, 수중노드의 최대 이

도는 8 [kbit/sec]이며, 패킷 길이는 500 바이트로 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로 0.5

3000m일 때
∙ 조건 C: 수중노드의 수가 25개, 네트워크 범위가

동속도는 5m/s이고, 네트워크 범위가 500m, 1500m,

[sec]가 된다 [8].

1500m이고, 수중노드의 최대 이동속도가 0.5m/s,
2.5m/s, 5m/s일 때

∙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수신패킷 충돌만을
고려하고, 그 이외의 네트워크 환경에 의한 수신 충

4.4.1. 조건 A

돌이나 수신오류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 BTB-TDMA의  는 0.01:0.005:0.35 로 주어진다.

그림 4 (a)는 조건 A일 때 에 따라 전파지연 비대칭으
로 인해 발생되는 BTB-TDMA의 수신충돌률 CR을 나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 커질수록 CR이 줄어드는

전파지연이 대칭적일 때와 비대칭적일 때의 BTB-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BTB-TDMA에서 수중노드의 전

TDMA 성능을  길이에 따라 시뮬레이션 한다. 실제

파지연 추정시간에 따라 시간슬롯을 할당 시, 슬롯의

수중 네트워크에서 추진력을 가진 이동노드의 수는 비

기본 단위가 되는 가 커질수록 전파지연의 비대칭성

용과 제어측면에서 수십 대를 넘지 못한다. 또한, 통신

으로 인한 전파지연 변화량을 포함한 시간슬롯을 할당

범위도 수십 m에서 수 km를 미만이며, 노드의 이동속

할 수 있으므로 CR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노드의 수

도도 수 m/s 내외로 이동성을 가진다 [9]. 따라서, 이러

가 증가할수록 CR이 증가하는데, 이는 수중노드의 수

한 수중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가로 인해 수중 노드가 시간슬롯 할당을 위한 비콘

그림 4. 조건 A일 경우, BTB-TDMA 성능 (a) CR (N=5, 25, 50일 때) (b) CD (N=5, 25, 50일 때) (c) CU (N=5, 25, 50일 때)
Fig. 4 The performance of BTB-TDMA for case A (a) CR for N=5, 25, 50. (b) CD for N=5, 25, 50. (c) CU for
N=5,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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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특정 값 이하일 때는 가 증가할수록

신호 수신이후부터 패킷 전송 전까지의 대기 시간이 길
어져 노드의 전파지연 시간 변화량도 커지기 때문이다.

BTB-TDMA의 CR이 감소하게 되면서 CD도 감소하다

그림 4 (a)에서 보듯이 동일한 CR 성능을 가질 때, 노드

가 특정 값 이상일 때 CR의 감소율도 낮아지면서 

수 증가에 따라 가 커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값의 증가에 따라 CD도 증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

BTB-TDMA의 CR 성능만을 고려한다면 가 클수록

림 4 (c)에서 CU의 경우도 특정 값 이하일 때는 CR로

수신 충돌률은 낮아지며,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수신

인해 가 커질수록 수신충돌이 낮아져 유효 데이터에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

대한 CU가 증가하지만 특정 값 이상일 때는 유휴시간

그림 4 (b)-(c)는 에 따라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을

증가로 인해 CU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파지연 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BTB-TDMA의 CD와

대칭성을 고려한 BTB-TDMA의 CD와 CU는 특정 값

CU 성능을 보여준다.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일 때, 성능이 최대가 되며, 이러한  값을   라고

않을 때 가 커질수록 BTB-TDMA의 CD와 CU 성능

하자. 그림 4 (b)-(c)에서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이 저하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슬롯 단위인  가 커

가 0.06, 0.08, 0.09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짐에 따라 유휴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CD와 CU 성능이

이는 노드의 수가 증가할수록 BTB-TDMA의 CD와 CU

저하되는 것이다.

의 성능을 최대화하는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4 (b)에서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을 고려한
BTB-TDMA의 CD 성능을 보면, 가 증가할수록 특정

4.4.2. 조건 B

값까지는 CD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는

그림 5 (a)는 조건 B의 경우일 때,  에 따라 변화되

 의 값이 특정 값 이하일 때는 BTB-TDMA의 CR에 대

는 BTB-TDMA의 CR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범위가 증

한 영향이 높아 수신충돌로 인한 유효 데이터 패킷에 대

가할수록 CR이 증가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범위가 길

한 채널접속지연 시간 CD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따

어짐에 따라 노드의 평균 전파지연시간도 증가하게 되

그림 5. 조건 B일 경우, BTB-TDMA 성능 (a) CR (Nr=500, 1500, 3000m일 때) (b) CD (Nr=500, 1500, 3000m일 때) (c) CU
(Nr=500, 1500, 3000m일 때)
Fig. 5 The performance of BTB-TDMA for case B (a) CR for Nr=500, 1500, 3000m. (b) CD for Nr=500, 1500,
3000m. (c) CU for Nr=500, 1500,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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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파지연 비대칭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증가한

전파지연 추정치 오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부정확한

평균 전파지연시간만큼 노드의 이동 거리도 늘어나게

시간슬롯 할당을 초래하여 CR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되면서 전파지연시간 변화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다. 따라서 노드의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를 증가시

BTB-TDMA의 전파지연시간 추정 오류를 증가시켜 패

켜야 수신 충돌을 줄일 수 있다.

킷 송신을 위한 시간슬롯을 부정확하게 할당하게 되어

그림 6 (b)-(c)는 전파지연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와

수신단에서 패킷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네트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수중노드의 최대 이동속도에 따

워크 범위가 증가할수록 수신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른 BTB-TDMA의 CD와 CU 성능을 보여준다. 전파지

를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

연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노드의 최대 이동속

그림 5 (b)-(c)에서 보듯이 비대칭성을 고려한 BTB-

도에 따른 CD와 CU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 반면에

TDMA의 CD와 CU 성능은   일 때 최대가 되며,

전파지연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BTB-TDMA의 CD

네트워크 범위가 증가할수록 Nr=500, 1500, 3000m일
때,   는 0.06, 0.07, 0.09로 증가한다. 이는 네트워

와 CU의 성능은 CR에 영향을 받아 속도가 증가할수록

크 범위가 증가할수록 그림 5 (a)에서와 같이 CR이 증

동속도가 증가할수록 CR이 증가하여  를 증가시켜야

가하게 되므로 수신 충돌을 줄이면서 CD와 CU의 성능

하는 것처럼 CD와 CU의 성능을 최대화 하는  

을 최대화하는   값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값도 속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그림 6 (b)-(c)에서 볼

성능이 저하된다. 따라서, 그림 6 (a)에서 수중노드의 이

수 있듯이, 노드의 최대 이동속도가 0.5m/s, 2.5m/s,
4.4.3. 조건 C

5m/s일 때, 조건 C에 대한   의 값은 0.02, 0.05,

그림 6 (a)는 조건 C일 때, 에 따라 변화되는 BTB-

0.075로 증가한다.

TDMA의 CR을 보여주며, 수중노드의 이동속도가 증

이처럼 수중노드의 이동속도가 증가할수록 BTB-

가할수록 CR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중노드의

TDMA의 CD와 CU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속도가 증가할수록 노드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전

의 크기도 증가시켜야 한다.

파지연 비대칭성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그림 6. 조건 C일 경우, BTB-TDMA 성능 (a) CR (Vmax=0.5, 2.5, 5m/s일 때) (b) CD (Vmax=0.5, 2.5, 5m/s일 때) (c)
CU (Vmax=0.5, 2.5, 5m/s일 때)
Fig. 6 The performance of BTB-TDMA for case C (a) CR for Vmax=0.5, 2.5, 5m/s. (b) CD for Vmax=0.5, 2.5,
5m/s. (c) CU for Vmax=0.5, 2.5, 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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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네트워크의 전파 비대칭성을 고려한 BTB-TDMA 성능 분석

는 수중음향네트워크를 위한 시간분할 접속제어 프로

Ⅴ. 결 론

토콜의 시간슬롯할당 시 유용한 성능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노드의 전파지연 비대칭성을 고
려하여 BTB-TDMA의 성능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성능 파라미터로 전파지연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
생되는 수신 충돌율과 데이터 전송에 성공한 유효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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