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무선 네트워크에서 DESYNC기반 

비동기 TDMA 기법

이제율*, 상 *, 양동민*

*
학교 정보통신 공학과

e-mail:jylee@pine.dju.ac.kr, winet08@pine.dju.ac.kr, dmyang@dju.kr

Asynchronous TDMA Scheme using DESYNC in 

Wireless Networks

Jeyul Lee*, Sanghyun Hyun*, Dongmin Yang*

*Dep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Engineering, Daejen University

요       약
 TDMA(Time-Division Multiple Access)는 한정된 채 을 시간상에서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자
신에게 할당된 시간 구간에서 정보를 송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은 TDMA 알고리즘의 한 종류인 

DESYNC 알고리즘을 소규모 네트워크에 용하여 별도의 동기화 작업 없이 간단한 규칙으로 동기화

를 유지하는 기법을 소개 한다.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들이 송 역 안에 있어야 하

고, 부 연결되어있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이 문제 을 해결하고자 앙제어장치인 CU(Central 
Unit)을 네트워크에 배치하여 2-홉 형태의 앙 집 방식 네트워크가 운 되도록 하 다. 제시하는 알

고리즘은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동기화 과정 없이 단순한 방식으로 TDMA
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송 범 는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의 성능에 비해 우수하다.

1. 서론

   무선 이동 네트워크와 같이 무선 주 수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는 다수의 노드들이 효율 으로 통신하기 해

서는 한정된 채 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

 속(Multiple Access)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된 통신자원을 효율 으로 공유하기 해 DESYNC

기반 비동기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알

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TDMA는 다  속을 해 가용 역폭을 시간상에서 

여러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 구간

에서 정보를 송하는 기술이다. 그 기 때문에 다른 사용

자와 시간구간을 겹치지 않게 통신하여 채 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구간에서 체 주 수 

역을 사용할 수 있다. TDMA는 동기화 방식과 비동기

화 방식이 있다. 동기화 방식은 동기를 한 작업이 어렵

고, 소규모 네트워크에는 합하지 않다. 그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별도의 동기화 작업 

없이 간단한 규칙으로 동기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비동기 

방식의 TDMA 기술인 DESYNC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DESYNC 알고리즘은 자연 상에서 감을 얻어 동

기를 유지하는 기법이다[1]. DESYNC 알고리즘은 간단한 

규칙으로 주기 이고 공정하게 이벤트를 발생시킨다[2][3]. 

DESNYC 알고리즘은 기존의 TDMA 방식과 달리 동기화

를 한 신호나 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참여하는 노

드의 수를 자동으로 조 할 수 있다. 그리고 동기화를 

한 신호의 크기도 매우 작아 에 지 효율 면에서도 우수

하다. 하지만 DESYNC 알고리즘은 모든 노드들이 송 

범  안에 있어야 하고, 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이것은 1-홉 형태의 무선 네트워크에는 합

하나, 2-홉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에는 합하지 않다.

   2-홉 이상의 무선 네트워크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BS(Base Station), WLAN의 AP(Access Point)와 같은 

앙제어장치를 이용한 앙 집  방식과 애드 혹 네트워크

에서 노드들이 직  라우터 역할을 담당하는 다  홉 방

식의 분산 방식의 네트워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홉 

형태의 앙 집 방식 네트워크에 DESYNC 알고리즘을 

용하여 별도의 장치나 복잡한 동기화 과정 없이 단순한 

방식으로 TDMA가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련연구

2-1. DESYNC 알고리즘

   DESYNC 알고리즘은 1-홉 형태의 무선 네트워크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해 제안되었다. DESYNC 

알고리즘을 이용한 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은 

개별 인 결함이나, 토폴로지의 변화가 일어나도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1]. DESYNC 알고리즘은 기존의 

TDMA의 단 을 보안하고, 동기화를 한 추가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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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이 참여하는 

노드 수에 따라 스 을 자동으로 조 함으로써 스스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ESYNC 알고리즘에서 각 노드들은 간단한 규칙으로 

주기 으로 펄스신호를 발생시킨다. 펄스신호를 발생시키

는 것을 firing이라고 하고, 노드는 firing할 때, 자신의 정

보를 송 범  내에 있는 주변 노드들에게 송한다.

   DESYNC 알고리즘에서 모든 스 에 한 체 시

간을 주기 로 나 고, 모든 노드들은 주기 에서 오직 

한번씩 firing을 하게 된다. 

   개의 노드가 존재할 때 각 노드는  ≤ ≤ 

로 표시하고, 체 노드는 이라고 표시한다. 은 

체 시간 에 해 체 주기 에서 가 어느 치에 있

는지를 나타낸다. ∈  이고, 0과 1은 주기 에서 

동일한 치를 의미한다. 즉   과   은 동

일하다. 만약   이라면, 는 주기의 80%에 해당 

하는 지 에 치한다.   이 되면 는 firing 하

고   으로 기화한다. 이때 내에서 firing한 노

드들 에서 한 노드의 firing 한 시간과 직 에 firing한 

노드의 firing 시간차는 ∆    로 표시

한다. 모든  ≤ ≤ 에 해 DESYNC 상태를 아

래의 식(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

 

   즉, 식 (1)에 따라 주기 내에 모든 노드들의 간격이 일

정해 지면 DESYNC 상태가 된 것이다.

(그림 1) DESYNC 알고리즘의 수행

   DESYNC 알고리즘에서 각 노드들은 자신의 기 

firing 시간을 주기 내에서 임의로 정한다. (그림 1)에서 

큰 원의 둘 는 주기 를 의미하고, 작은 원은 각 노드를 

의미한다. 원 의 노드 치를 통해서, 주기 내에서 

firing하기 까지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림 

1)-(a)는 ,,,가 기화된 상태를 나타낸다. 네 개

의 노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원 에서 시계방향으

로 회 한다고 가정하고, 12시 방향에 치하면 firing한

다. 즉, (그림 1)-(a)에서 는 주기 의 15%에 해당하는 

지 에 치한다. (그림 1)-(b)에서 다음에 firing할 노드

는 이다. 어떤 노드가 firing 할 때, 다른 노드들은 방  

firing한 노드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즉, 모든 노드들은 자

신이 firing하기 직 에 firing한 노드와 다음에 firing할 

노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  firing한 노드의 직 에 

firing한 노드와 다음에 firing할 노드를 인 노드라고 정

의한다. (그림 1)-(c)에서 노드가 firing 했을 때, 인  노

드의 firing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다음 firing 시간을 결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는 인 노드 와 

의 정보를 이용하여 
′로 자신의 다음 firing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게 여러 주기를 반복하면 (그림 

1)-(d)처럼 모든 노드들의 간격이 일정해지고, DESYNC 

상태가 된다.

(그림 2) DESYNC 알고리즘의 간값 계산 과정

   노드들은 직 에 firing한 인 노드와 다음에 firing할 

인 노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주기에서 언제 firing할 

것인가를 정한다. 즉, (그림 2)와 같이 는 와 의 

firing 시간을 참고하여 다음에 자신이 firing할 시간을 결

정한다. 이 게 결정된 firing 시간을 간값이라고 하고, 

각 노드의 간값은 로 표시한다. 간값은 식 (2)

에 의해 결정된다.

                               

 


     

   


∆  
∆  

     (2)

3. 본론

3-1. 시스템 모델

   개의 노드 에서 의 송범 를 다른 노드의 

송 범 보다 넓게 설정하고, 를 기반 시설 네트워크에

서 AP나 BS와 같이 앙제어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

를 CU(Central Unit)이라고 정의 한다.   그리고 

모든 노드들은 비동기 방식을 통하여 노드 간의 통신 시

간을 주기 이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개선된 DESYNC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자신의 firing 시간 이

외에 직  인 노드와의 firing 시간차와 다음 인 노드와

의 firing 시간차이다. <표 1>은 각 노드가 가지는 기본정

보를 나타낸 표이다. <표 1>과 같이 모든 노드들의 정보

구조는 동일하며, CU의 앙제어기능을 제외하고 노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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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그림 6) CU의 동작 과정

의 기능은 동일하다. 

Node   Structure

직  인 노드와의 

firing 시간 차 ∆
자신의 

firing시간



다음 인 노드와의

firing 시간 차 ∆

<표 1> 각 노드의 기본정보

   모든 노드들의 기설정은 노드 자신의 firing시간을 

주기 내에서 무작 로 설정하며  ≤ ≤ 의 

firing 시간의 범 는 노드에 하여 식(3)의 조건을 만족

한다.

 ≤       (3)

   식 (2)를 이용하여 간값을 계산하는 경우 각 노드는 

주기 마다 새로운 간값을 가진다. 이 과정을 연속 으로 

반복하면 모든 노드의 간값이 더 이상 변동이 없는 하

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DESYNC 상태라고 한다. DESYNC 상태를 별하기 

해서 체 주기를 체 노드수로 나  평균값을 사용한다. 

DESYNC 상태를 별하는 방법은 식(4)와 같다.

                                

∆

  


          (4)

3-2. 제안하는 알고리즘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은 통신을 하기 해 모든 

노드가 서로의 송범  안에 있어야한다. (그림 3)-(a)에

서 , , 은 각각 와 통신할 수 있지만, , , 

은 서로 송범 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통신이 불가능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일반 노드

의 송범 보다 넓은 를 배치하여 1-홉 형태의 무선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2-홉 형태의 무선 네트워크에서 동

작하도록 확장하 다. 는 앙제어기능이 있어 의 

송범  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DESYNC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림 3)-(b)는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에 

를 배치한 이다. , , 는 서로 송범  안에 

있지 않지만 를 통해 DESYNC 알고리즘이 수행되도

록 하 다. 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은 firing할 때 자신

의 정보를 를 통해 다른 노드들에게 송한다.

   

(그림 4)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firing 순서.

   (그림 4)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체 노드들의 

firing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선으로 표시

한 는 다른 노드의 firing 정보를 모든 노드에게 송

한다. 이 과정을 본 논문에서는 mimic firing이라고 정의 

한다. 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노

드에게 송할 때 를 거치지 않고서는 직 으로 

달할 수 없다. 실선으로 표시한 는 다른 일반 노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를 들어 이 firing 하면 의 

firing 정보는 만 들을 수 있고, 다른 노드는 의 정

보를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5) 일반 노드의 동작 과정

   

   

     (그림 5)와 (그림 6)는 일반 노드와 CU의 동작 과정

이다. 노드들은   이 될 때까지 다른 노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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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ing을 감지한다. 는 다른 노드들의 firing이 감지될 

때마다 ∆      을 구하고 mimic 

firing을 한다. 다른 노드들은 mimic firing을 통해 다른 

노드가 firing한 것을 알고 ∆    을 

구한다. 만약 자신이 firing한 다음에 firing이 감지되면 다

음 인  노드로 인식하고 ∆  을 구한다. 그리고 재

의 ∆을 직  인 노드와 자신의 firing시간의 차로 

인식하고 간값을 계산해 를 수정한다.

4.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뮬 이션을 

통해 평가하 다. 실험은 노드의 개수가 2개에서 최  20

개까지 증가할 때, 0.001~0.004%까지의 에러발생률을 용

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실험을 하 다. 실험은 노

드 개수가 2개, 4개, 8개, 10개, 20개 일 때, 에러발생률을 

달리 용하여 10000번씩 반복하여 평균을 구하 다. 실험

결과는 각 실험에서 DESYNC 상태가 되기까지 걸리는 

주기의 수와, 체 지연으로 평가 하 다. 실험에서 에러

발생률은 DESYNC 알고리즘 수행 에 어떤 노드가 

의 정보를 듣지 못하는 경우로 충돌이나, 노드의 수명이 

다했을 때를 말한다. 를 들어 실험 내에 0.001%의 에러

발생률을 가지고 있다면, 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은 

1/1000의 확률로 의 정보를 듣지 못하게 된다. 이 에

러발생률은 모든 노드에 동일하게 용된다. 

    에러발생률  
           (%)
노드 수

0 0.001 0.002 0.003

2 11.054 11.091 11.080 11.124

4 19.686 20.355 21.244 22.589

8 49.527 57.458 65.053 79.931

10 60.065 118.237 127.939 151.299

20 143.330 358.427 476.626 932.760

<표 2> 노드의 개수와 에러발생률에 따른 DESYNC  

상태가 되기 한 평균 주기

(그림 6) 노드의 개수와 에러 발생률에 따른 DESYNC 

상태가 되기 한 총 지연

   <표 2>와 (그림 7)은 주기  일 때의 실험 결과

이다. <표 2>의 값의 정수는 주기 횟수를 의미하고, 소수

 이하는 DESYNC 상태를 이루는데 걸린 추가 지연을 

말한다. 를 들어 11.540는   에서 DESYNC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은 노드의 개수와 에

러발생률에 따라 DESYNC 상태를 이루기까지 걸리는 총 

지연시간을 그래 로 표 한 것이다. 그래 에서 에러발생

률이 낮을수록 DESYNC 상태가 되기까지 총 지연의 증

가폭이 작고, 에러발생률이 높을수록 증가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DESYNC 알고리즘에 다른 노드들

보다 송범 가 넓은 노드를 하나 배치하고 기반시설 네

트워크의 AP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송범  

밖에 있는 다른 노드들과도 DESYNC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즉, 를 통하여 기존의 1-

홉 송방식의 네트워크를 앙 집  방식 네트워크화 시

킴으로써, 모든 노드들이 부 연결되어있지 않아도 통신

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 모든 노드들이 부 연

결되어 있어야만 했던 송범 에서, 의 송 범  내

에 있는 모든 노드들과 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송범

로 송 범 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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