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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다중홉 망에서는 한정된 무선 자원을 여러 노드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채널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Fountain Codes 를 이용하여 exposed terminal 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무선 다중홉 망의 채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RTS/CTS 교환
을 통해 주변의 다른 노드에게 exposed terminal 상황을 알려주고, Fountain Codes 를 사용하여 ACK
프레임 전송을 제거 함으로써 무선 다중홉 망의 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I. 서론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무선 망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무선 망 관련 기술의 중요
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무선 다중홉 망은
다수의 무선 기기를 이용하여 무선 이용 가능한 범위
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필수적
인 기술이다.
무선 다중홉 망에서는 한정된 무선 자원을 여러 노
드가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채널의 효율성이 중요하
다. 무선 다중홉 망의 채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ognitive radio, MIMO, 스케줄링, link adaptation 등 관
련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 2]
무선 다중홉 망의 매체 접근 프로토콜로서 IEEE
802.11 [3]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ISM band 에서 동작
하는 IEEE 802.11 프로토콜에서 각 노드는 CSMA/CA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채널 사용 여부를 분산/자치적으
로 판단한다. 이러한 802.11 프토로콜의 특징 때문에
exposed terminal, hidden terminal 등의 문제가 발생하
여 채널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Fountain Codes 를 이용하여 exposed
terminal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선 다중홉 망의 채널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II. 무선 다중홉 채널의 비효율성
Exposed terminal 상황은 한 노드가 이웃 노드 사이
의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EEE 802.11 프로
토콜의 문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
다. [그림 1]의 예제 시나리오를 통해서 exposed
terminal 문제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1]에서 각 원은 각 노드의 전송 범위를 나타내
며, S1 은 R1 에게, S2 는 R2 에게 전송할 데이터를 가
지고 있다. S1 이 먼저 R1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
는 상황에서 S2 가 R2 로의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S2 의 데이
터 전송 범위는 R1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R1 의 데
이터 수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
황에서 S2 가 R2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면 채널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IEEE 802.11
MAC 프로토콜에서 S2 는 carrier sense 시 S1 의 전송
때문에 채널이 사용 중이라고 판단하여 데이터를 전송
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exposed terminal 문제라고
하고, 이 때 S2 는 S1 에 exposed 되었다고 한다.

그림 1] Exposed Terminal 문제 시나리오
더불어 IEEE 802.11 과 같이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프레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exposed terminal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그림 1]에서 데이
터 전송이 끝나서 R1 이 ACK 프레임 S1 에게 보낼 때,
S2 의 전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R1 의 ACK 프레
임과 S2 의 데이터가 S1 에서 충돌을 일으켜 전송을 성
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게 된다. 즉, ACK 프레임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S1 과 S2 의 데이터 전송이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exposed terminal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RTS/CTS 교환 시의 정보를 활용하여 노드 사이의 동
기화를 맞출 수는 있지만, 패킷 크기도 같아야 하기 때
문에 사실상 RTS/CTS 프레임의 사용만으로는
exposed terminal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다중홉 망에서 exposed terminal
문제를 해결하여 채널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RTS/CTS 교환을 통해 주
변 노드에게 exposed terminal 상황을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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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ACK 프레임 충돌 문제를

III. Fountain Codes 을 이용한 무선 다중홉
채널 효율성 향상 기법

프레임 내 duration 필드를 이용하여, S2 는 S1 의 데이
터 전송이 끝나는 시점을 계산한다. (6)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 전송이 S1 의 데이터 전송과 똑같게 혹은 늦게
끝나도록 데이터 전송 시작점을 맞추어 Fountain
Codes 사용 없이 R2 에게 전송한다.

1) Fountain Codes
Fountain Codes[4]는 수신자가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완벽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호화 방식이다. 수
신자가 송신자로부터 충분한 양의 정보를 받아 송신자
가 보낸 원래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송신자는
해당 정보를 계속 부호화하여 보낸다. 일반적으로 송신
자가 k 개의 패킷을 보내고 싶을 때, 부호화된 k(1+α)개
의 패킷을 보내면 수신자가 원래의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이 때 α 는 1 보다 훨씬 작은 숫자로, Fountain
Codes 를 이용한 전송 오버헤드는 적다. 그러므로
Fountain Codes 를 이용하면 양방향 전송 없이 단방향
전송만으로도 에러 없는 수신이 가능하다.

2)

제안하는 기법

본 논문은 단방향 전송만으로도 에러 없는 완벽한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Fountain Codes 을 활용하여 [그
림 2]와 같이 exposed terminal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3] R2 에서의 collision 상황
[그림 2]의 R2 와 같이 Exposed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노드는 데이터 수신 후 ACK 프레임을 반드시
보내야만 한다. 즉, ACK 프레임 전송이 없는 경우,
[그림 3]과 같이 hidden terminal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전송 실패 발생 시 S2 가 수신 실패 여부를 알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3]에서 S3 는 이웃
노드의 데이터 전송에 exposed 된 노드로 가정한다. 이
경우, 제안한 기법에서는 S2 와 S3 모두 전송 전에
RTS/CTS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웃 노
드의 전송에 대해 exposed 된 S3 가 R2 에게 이미 데
이터를 전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2 는 이를 알아
채지 못하고 R2 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한다. 이 때 R2
에서 S2 가 보낸 데이터와 S3 가 보낸 데이터가 충돌
이 일어나, 데이터 전송이 실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xposed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노드(R2)는 수신이 성공한 경우 송신
자에게 ACK 프레임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수신 여부
를 알릴 필요가 있다. R2 의 ACK 프레임을 받지 못한
경우 S2 는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해야 한다.
[

IV.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은 Fountain Codes 를 활용하여 exposed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선 다중홉 망의 채널 효
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단방향 전송만으
로도 에러 없는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Fountain Codes 를
이용함으로써, exposed 된 노드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도록 하여 exposed terminal 문제로 인해 발생한
채널 사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제안
한 기법을 USRP[5]를 통해 구현하여, exposed terminal
문제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드가 존재할 때의
성능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terminal

그림 2] Fountain Codes 를 활용한 exposed terminal 해결 방안

[

If(channel is idle & have data to transmit)
Send RTS to the receiver (collision prevention)
If(RTS received)
Send CTS
Else if (CTS received)
Send DATA to the receiver using Fountain codes
Else if(RTS overheard)
if(CTS not overheard)
Exposed situation
Compute tx end time
Send data directly
Else if (CTS overheard)
Stay idle
Else if(CTS overheard)
Stay idle

- (1)
- (2)
- (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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