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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P와 단말이 혼재된 무선랜 환경에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무선랜 표준 개발을 목

표로 14년 5월 IEEE 802.11 HEW (High Efficiency WLAN) 

Task Group이 결성되어 본격적인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기존의 무선랜 표준들이 최대전송률 향상에만 초점을 맞췄

던 것에 비해, 11ax 표준은 고밀도 중첩 무선랜 환경에서 사용

자별 실질적 체감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6세대 무선랜 표준이 될 IEEE 802.11ax HEW 표준의 표준화 

동향 및 주요 요소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Ⅰ. 서 론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가전, IoT 기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라 무선랜을 탑재한 기기의 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기들에는 IEEE 

802.11n 표준 기반의 4세대 무선랜 칩셋이 가장 많이 탑재되어 

있지만, 최신 기기들을 중심으로 802.11ac 표준 기반의 5세대 

무선랜 제품들도 확산되고 있다.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160MHz 대역폭, 다중 사용자 MIMO, 256QAM과 같은 기술들

을 사용하여 최대 6.9Gbps의 속도까지 지원 가능한 11ac 표준

은 수년간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무선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

선할 것이다. 향후에 다수의 AP(Access Point)들이 더욱 중첩

되어 운영되고 수많은 무선랜 단말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

에서 UHD 영상과 같은 고용량 데이터의 무선 전송시에도 소비

자 체감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1ac보다 더 진화된 차세

대 무선랜 표준 기술이 필요하다. 

 고밀도로 AP/단말이 혼재된 실내외 환경에서 사용자가 실질

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효율 무선랜 표준 개발을 목표로 13년 

3월 IEEE 802.11 HEW (High Efficiency WLAN) SG (Study 

Group)이 결성되었으며, 14년 5월 IEEE 802.11ax TG (Task 

Group)으로 승격되어 본격적인 표준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

존의 무선랜 표준들이 AP와 단말간의 최대전송률 (peak rate)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실제 다중 단말 접속 환경에서의 체감 성

능 향상이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해, 11ax 표준은 고밀도로 AP/

단말들이 중첩된 무선랜 환경에서 사용자별 실질적 체감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새

로이 진화하는 6세대 무선랜 표준 IEEE 802.11ax HEW 표준

화 동향 및 주요 요소 기술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1. 무선랜 세대별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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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세대 무선랜 IEEE 802.11ax 표준

1. IEEE 802.11ax HEW 표준화 개요

11ac 이후 차세대 무선랜 표준으로서 고밀도 단말/AP 및 실

내외 환경에서 고효율의 무선랜 성능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림 2>에서와 같

이 13년에 IEEE 802.11 HEW SG에서 기술 논의가 시작되었

다. 13년 7월 HEW SG에서 논의한 다양한 Use Case들에 대해 

Wi-Fi Alliance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Wi-Fi Alliance는 실제 

사용자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림 3>과 같은 5개의 

핵심 use case들을 선정하였다.  

1년여 간의 스터디 그룹 활동이 종료되고 14년 5월 IEEE 

802.11ax Task Group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6년 3월

까지 SFD (Spec Framework Document) 문서를 통해 차세대 

무선랜 PHY/MAC 핵심 요소 기술들을 정의하였다[1]. 현재는 

SFD 문서를 기반으로 한 11ax Draft 문서를 Task Group 내

부에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후 16년 11월 Draft 1.0 

표준 초안을 기반으로 802.11 WG Letter Ballot에 진입하고, 

17년 3월 Draft 2.0 Letter Ballot, 18년 3월 Sponsor Ballot

을 통해 2018년 12월에 IEEE 802.11ax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IEEE 802.11n/ac 등과 유사

하게 IEEE 802.11ax Draft 2.0 규격이 완료되는 17년부터는 

802.11ax 제품 인증 및 기기간 상호 호환을 지원하는 인증 규격 

작업이 Wi-Fi Alliance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17~18

년에 11ax 탑재 초기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IEEE 802.11ax 표준 공식 문서들

고밀도 중첩 AP/단말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최소 4배 이상의 

체감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11ax 표준에서는 이전 무선랜 표

준들보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및 성능 검증에 대한 기준을 강

화하였다. 실제 무선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시나리오들 및 정교

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기반으로 각 회사들이 제안한 기술들

을 세밀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IEEE 802.11ax의 시뮬레이션 시나리

오 문서 (Simulation Scenarios)는 크게 1. Residential(아파

트 환경), 2. Enterprise(오피스 환경), 3. Indoor Hotspot(실

내 핫스팟) 4. Outdoor Hotspot(실외 핫스팟) 시나리오들을 기

술하며, 각 시나리오마다 AP와 단말의 개수 및 위치, 무선 채

널 모델 등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2]. 이외에도 성능 검증 방

법을 정의한 Evaluation Methodology Document 및 실내/

실외 무선 채널 모델을 정의한 Channel Model Document 및 

11ax 표준의 기능 요구사항을 담은 Functional Requirements 

Document 등을 IEEE 802.11ax 공식 문서로 지정하여, 기술 

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3][4][5]. 

그림 3. IEEE 802.11ax HEW 핵심 Use Case들 그림 4. IEEE 802.11ax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그림 2. IEEE 802.11ax HEW 표준화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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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EEE 802.11ax 표준 주요 기술

현재 도심의 무선랜 핫스팟 지역에서는 무선랜 통신 속도가 

매우 낮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밀집 사용자 

환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11ax 표

준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 기술들을 효율

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1ax는 4개의 Ad Hoc 기술 서브 그룹들 

(PHY, MAC, Multi-User, Spatial Reuse)을 운영하고 있으

며, 각 그룹 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가. 물리 계층 (Physical Layer) 주요 기술

- 256 FFT 기반 새로운 OFDM 파라미터 설계 기술 

기존의 IEEE 802.11 무선랜 표준들은 20MHz 채널에서 64개

의 서브캐리어를 활용하는 64FFT 기반의 OFDM 기술을 사용

해 왔으며, 이 경우 서브캐리어간 간격은 312.5kHz이며 3.2us

의 OFDM 심볼 길이를 갖게 된다. 그러나 11ax에서 다중 사

용자 지원을 위한 OFDMA가 고려되면서, 다중 사용자 지원

을 위한 주파수 효율성 향상, Cyclic Prefix(CP) 오버헤드 감

소, 실외 무선채널 환경 지원 및 상향링크 다중 사용자 동시 통

신 지원 등을 위해 20MHz에서 256FFT 기반의 새로운 OFDM 

numerology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주파수 축에서 

OFDM 서브캐리어간 간격은 ¼인 78.125kHz로 좁아졌고, <그

림 5>에서와 같이 시간 축에서 OFDM 한 심볼의 길이는 기존

의 3.2us에서 12.8us로 4배 늘어나게 되었고, 기존에 사용되던 

0.4us 및 0.8us의 CP 길이를, 256FFT 기반의 OFDM에서는 

0.8/1.6/3.2us들로 다변화하여 채널 지연이 큰 환경에서의 성

능 개선도 지원하게 되었다. 

- Legacy Coexistence

무선랜은 항상 이전 세대 표준을 탑재한 기기들과의 하위 호

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표준이 제정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 

11n, 11ac 표준들은 물리 계층 헤더의 맨 앞 부분에 11a 물리 계

층에서 정의한 필드인 레거시 필드를 삽입하며, 이 레거시 필드 

뒷 부분에 각 표준별 헤더 필드를 추가했다. 이 경우 무선 패킷

을 수신시에 각 표준별 헤더 필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어떤 표

준에 기반한 프레임인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Auto Detection 기

술이 필요하며, 11n/11ac 표준에서는 헤더 필드의 modulation

을 QBPSK로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11ax에

서는 상기 방법 대신에 레거시 필드의 바로 뒤에 레거시 필드

의 L-SIG 필드와 동일한 필드인 RL-SIG 필드를 추가하는 방

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11ax에 존재하는 다양한 PPDU 포맷

들을 구분하기 위한 시그날링도 L-SIG/RL-SIG 필드의 L_

LENGTH 값에 포함하였다.

- OFDMA를 위한 RU Allocation

11ac에서 MU-MIMO를 통해 동시에 4개의 단말에게 다운링

크 통신을 할 수 있었으며, 11ax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분할하

여 동시 통신을 수행하는 OFDMA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

해 각 단말들에게 할당 가능한 주파수 서브밴드인 Resource 

Unit(RU)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었다. 기존 무선랜 표준에서는 

단일 단말이 20MHz, 40MHz, 80MHz, 또는 160MHz의 주파

수 채널을 차지하며 송수신할 수 있었는데, 11ax에서는 추가적

으로 주파수 채널을 서브 밴드로 잘게 쪼개어 다수의 단말들이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20MHz 채널의 256개의 서

브캐리어 중 데이터 전송에 활용되는 242개의 서브캐리어를 각

각 26/52/106/242와 같은 RU들로 분할하여 동시 통신이 가능

하다. 20MHz 채널에서 26RU는 최대 9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RU는 대략 2 MHz 정도의 대역폭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OFDM numerology 변경 및 상하향링크 OFDMA 지원에 

따라 단말의 프로세싱 타임이 증가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Packet Extension(PE) 필드를 프레임의 맨 뒤에 삽입하는 기

능이 추가되었다.

- Extended range 전송 지원

11ax 실외 환경 지원을 위한 여러 기술들이 표준에 도입되었

다. 먼저 extended range 지원을 위한 패킷 포맷에서 레거시 프

리앰블인 L-STF와 L-LTF 필드가 power boosting 된다. 또한 

extended range PPDU에서는 물리계층의 시그널링을 담당하

는 HE-SIG-A 필드가 시간 축에서 반복되어 전송된다. 그리고 

주파수 축에서의 반복 전송 기법인 Dual Carrier Modulation 

(DCM)을 HE-SIG-B 필드와 Data 필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또한 데이터 Payload의 경우 20MHz 전체 대역에서 절반

그림 6. 20MHz OFDMA RU Allocation

그림 5. IEEE 802.11ax New OFDM Nume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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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6RU로만 데이터를 전송하여 전송 전력을 집중시켜서 장거

리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도입되었다.

- High Throughput 지원

11ax 표준은 최대전송률 향상을 위해 데이터 모듈레이션 기

법으로 1024QAM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256QAM 모듈레이

션 대비 25%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256FFT에서의 0.8us CP 옵션과 더 많은 데이터 서브캐리어 

할당 등을 통한 15% 전송 속도 향상을 함께 고려하면, 11ax는 

최대 9.6Gbps에 달하는 최대 전송속도를 달성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무선랜에서는 주변의 혼잡한 채널 상황에서도 

20MHz, 40MHz, 80MHz, 또는 160MHz 채널 전체를 사용하

여 패킷을 전송해야 하지만, 11ax 표준에서는 활용 가능한 채널

들만을 동적으로 결합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원하게 되어 무

선 채널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다중 사용자 (Multi User) 주요 기술

- OFDMA 및 MU-MIMO

고밀도 AP/단말 환경에서는 기존의 CSMA와 같은 단일 사용

자 채널 접속 기법보다 향상된 다중 사용자 채널 접속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다중 사용자 접속 후보 기술로 다양한 기술

들이 논의되었으나 셀룰러 시스템에서 광대역 지원 및 다채널 

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된 OFDMA 기법을 11ax에서도 채택하기

로 하였다. OFDMA를 이용한 다중 사용자 동시 접속 기술은 상

향 및 하향 전송에서 기본 구현 기술로 채택 되었다.

송수신자 간에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Spatial Stream들

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어 비약적인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는 

MIMO 기술은 11n 표준에서 처음 적용되었으며, 11ac 표준에서 

다중 사용자 MIMO 기술로 향상되었다. 11ax에서는 기존 11ac

의 하향링크 MU-MIMO를 지원하고 상향링크 MU-MIMO를 

추가로 채택하여 OFDMA 기술과 결합을 통해 다중 사용자 성

능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 Downlink (DL) MU 전송 시퀀스

11ax 표준에서 정의하는 Downlink 다중 사용자 전송은 기존 

무선랜과 마찬가지로 AP가 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 (EDCA) 방식을 이용하여 네 개의 독립적인 EDCA 

Function (EDCAF)들이 채널 접속을 시도하고, 그 중 가장 먼

저 접속에 성공하는 Primary AC를 기준으로 OFDMA 혹은 

MU-MIMO 기법을 이용한 DL MU 전송을 시작할 수 있다<그

림 7>. 이 때 채널 접속 권한을 획득한 Primary AC 뿐만 아니

라 다른 AC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도 함께 전송될 수 있다. 이

러한 하향 HE MU PPDU를 수신한 단말들은 프리앰블의 HE-

SIG-B 필드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어떠한 

RU에 전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에 해당 RU를 통해 데

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 Uplink (UL) MU 전송 시퀀스

기존의 무선랜에서는 다수의 단말들이 동시에 상향 전송을 수

행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11ax에서는 AP가 새롭게 정의

된 Trigger Frame (TF)을 전송함으로써 다수 단말의 UL MU 

동시 전송을 유도한다<그림 8>. AP는 단말들이 이전에 전송한 

Buffer Status Report (BSR) 정보를 바탕으로 UL MU 전송을 

스케쥴링한 후 트리거 프레임을 통해 UL MU 전송에 참여할 단

말들, RU 할당 정보, UL MU 전송을 위한 물리 계층 파라미터

를 전송한다. 트리거 프레임에서 호출된 단말은 트리거 프레임 

수신 직후에 AP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OFDMA 및 MU-

MIMO를 통한 UL MU 전송을 시작한다. 또한 트리거 프레임은 

DL MU 전송 이후의 응답 프레임의 UL MU 전송을 지시하기 위

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그림 7>. UL MU 전송을 수신한 AP는 

Multi-STA BlockAck (M-BA)를 전송하여 복수의 사용자로부

터 수신한 데이터에 대한 다수 Ack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다. Spatial Reuse 주요 기술

- CCA 레벨 제어 기술

무선랜에서 사용해 왔던 채널 접근 방식인 CSMA 기술은 각 

단말들이 채널의 사용 여부를 분산적으로 판단하여 채널이 idle

하다고 감지되는 경우에만 접속하는 기법이다. 이때 채널이 

idle 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감지되는 신호의 세기가 20MHz 그림 7. Downlink MU procedure

그림 8. Uplink MU procedure

trigger-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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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에서 CCA 레벨 (–82dBm) 이하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

러한 방식은 고밀도 AP/단말 환경에서는 특정 단말이 통신시에 

주변의 수많은 무선랜 단말들의 통신이 지연되고, 전체적인 네

트워크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만약 CCA 

레벨을 높이게 되면, 다수의 단말들이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

게 되어 공간적 재활용 성능은 증대되나 통신 간섭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9>. 11ax에서는 기존의 –82dBm보

다 CCA 레벨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통신 기회를 획득하되, 간섭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송 파워 조절을 하는 기법, 수신

자를 고려한 CCA 레벨 조절 기법 등이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 BSS Color 기술

CCA 레벨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채널에서 교환되고 

있는 데이터가 자신이 속한 AP가 관할하는 BSS의 데이터인지 

다른 BSS의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BSS Color 기법이 필요하

다. 무선랜의 모든 데이터 통신은 AP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인접 BSS의 데이터가 교환되는 상황에서만 CCA 레벨을 높여 

채널에 접근하여 자신의 AP와 통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전송자는 11ax 패킷을 전송할 때 BSS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인 BSS Color를 패킷의 앞부분에 포함시켜 전송하고, 수신

자는 BSS Color를 통해 자신이 속한 BSS의 패킷이 아닌 경우에 

CCA 레벨 조정을 통한 통신 기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라. 매체 접속 제어 계층 (MAC 계층) 주요 기술들 

11ax에서는 PHY 계층에서 MU 전송 기술들이 도입됨에 따

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MAC 계층에서의 새로운 기술들이 도

입되었다.

- 트리거 프레임 (Trigger Frame)

다수 단말의 상향 동시 전송을 제어하기 위하여 도입된 트리

거 프레임 (TF)은 UL MU 데이터 및 응답 전송과 더불어 BSR 

poll (BSRP), Beamforming Report Poll (BRP), MU-RTS 등 

다양한 목적의 UL MU 전송에서 이용될 수 있다. TF는 하나의 

Common Info 필드와 하나 이상의 User Info 필드들을 포함

할 수 있다. Common Info 필드에는 UL MU 전송에 참여하는 

모든 단말에게 공통인 물리계층 파라미터들이 포함되며, User 

Info 필드에는 UL MU 전송에 스케쥴링된 각 단말별 식별자 

(AID)와 RU 할당 정보, 그리고 물리계층 파라미터 정보들이 포

함된다. 

- Multi-STA BlockACK (M-BA)

11ax 표준에서 UL MU 전송을 지원함에 따라 다수 단말에 

대한 Ack 응답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BlockAck 구조인 Multi- STA BlockAck 구조가 제안되었다. 

11n 표준의 Multi-TID BlockAck을 변형한 M-BA는 다수의 

BA information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M-BA에

서는 BA information 필드에 AID가 포함되어, 다수 단말들의 

다수의 TID들에 대한 BA information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

하다.

- MU-RTS와 Simultaneous CTS

무선랜에서는 송수신 단말들이 데이터 교환 직전에 RTS/CTS 

프레임을 교환함으로써 각자의 주변에 위치한 단말들로부터 간

섭을 방지하여 hidden node 문제를 대응할 수 있었다. 11ax 표

준에서는 MU 전송 상황에서 AP가 각 단말과 개별적으로 RTS/

CTS 교환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

하여 MU-RTS/Simultaneous CTS 기술이 제안되었다. AP가 

MU 전송을 수행할 단말들에게 MU-RTS를 전송하면, 단말들

이 동일한 내용 및 동일한 waveform을 갖는 CTS 프레임을 동

시에 전송하여 주변 단말들로부터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기

법이 제안되었다.

- Intra-BSS/Regular NAVs 

기존의 무선랜 MAC 계층에서는 다른 단말이 전송하는 데

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단말의 데이터를 수신

그림 9. CCA 레벨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장단점

그림 10. Trigger Frame format

그림 11. Multi STA BlockAck frame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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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말은 MAC 헤더에 표시된 Duration 필드값을 기준으로 

Network Allocation Vector (NAV)를 설정하여 그 기간 동

안 채널 접속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수의 BSS가 중첩된 상황

을 가정하는 11ax 표준에서는 주변 BSS의 데이터를 통해 설정

된 NAV와 자신의 BSS의 데이터를 통해 설정된 NAV간의 오

동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말이 자신의 BSS에 관련된 

Intra-BSS NAV와 그 이외의 BSS에 관련된 Regular NAV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술이 도입되었다. 

Ⅲ. 결 론

IEEE 802.11ax HEW 표준은 실내외 고밀도 단말/AP 환경에

서 사용자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효율 무선랜을 목표

로 다양한 기술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11ax Draft 표준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6년 11월에 Draft 1.0에 기반한 Letter 

Ballot을 진행할 예정이다. 퀄컴, 인텔, 브로드컴, 마벨, LG, 삼

성, 화웨이 등 무선랜 칩셋 및 제품 제조 업체들 대부분이 11ax 

표준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11ax는 11ac 이후 차세대 무

선랜 표준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무선랜 시장을 주도할 것으

로 예상된다. 새로운 256FFT, OFDMA, 1024QAM, 상향 동시 

전송, 동적인 CCA 레벨 변경 등 다양한 기술들이 표준으로 채

택됨에 따라, 11ax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17~18년부터 사용

자는 혼잡 상황에서도 무선랜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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