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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EE 802.11 로토콜은 근거리 네트워크인 LAN(Local Area Network)을 상으로 한다.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하나의 BSS(Basic Service Set)는 보통 제한된 규모의 크기를 가지며 그 안에 속한 스테이션

(station)의 수는 수십 개 내외로 가정한다. 하지만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하

나의 AP(Access Point)가 담당하는 BSS의 크기는 수 Km에 달하며 그 안에 속한 스테이션의 수도 수백 

개에 달한다. 이러한 고속 이동성과 규모의 스테이션 수를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해 기

존의 802.11 로토콜은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규모 고속 이동 스테이션들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를 지원할 수 있는 802.11 기반의 그룹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하나의 BSS 내에서 경쟁하는 스테이션의 

수를 그룹화 하여 경쟁의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한다. 기존의 802.11 로토콜 성능을 수학  

모델로 평가하 던 [1]과 제안한 그룹화 메커니즘을 도입하 을 경우의 성능을 수학 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그룹화를 통해 최  187%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 다.

※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력 사업으로 구축된 서울 미래형 

컨버 스 클러스터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1. 서  론

무선 LAN의 표  로토콜은 802.11이다. 802.11은 물

리 계층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에 한 

명세를 포함한다. 802.11은 세부 으로 물리 계층에 따라 

802.11a, 802.11b, 802.11g로 구분하며 MAC 계층은 각각

의 로토콜이 서로 공유한다. 하나의 매체를 공유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 상 MAC 계층은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02.11 로토콜의 MAC은 크게 두 가지 조정 기능으

로 구성되며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와 

부가 인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로 구성된다. 

802.11을 따르는 모든 스테이션은 기본 으로 DCF를 구

하고 필요시에만 PCF를 그 에 구 한다. DCF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를 송하려는 

스테이션은 먼  매체가 사용 인지 감지하여 만약 사

용되지 않는 상태라면 송을 시도한다. 무선 네트워크

는 자신이 보낸 데이터가 수신측에 제 로 도착하 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positive ACK 방식을 사용한다. 만약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ACK가 오지 않는다면 패킷 손

실이나 네트워크 혼잡 등의 이유로 패킷이 도착하지 않

았다고 단하고 BEB(Binary Exponential Backoff)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재 송을 시도한다.

802.11이 표 화가 된 이후에 802.11 로토콜의 성능 

평가를 한 모델링 방식이 많이 제안되어왔다. [1]에서

는 multi-state Markov chain을 이용하여 802.11 DCF의 

성능을 평가하 다. [2-4]에서는 [1]을 기반으로 802.11의 

세부 인 특성을 반 하여 모델링을 확장하 다. 모델링

을 통한 분석 결과 하나의 BSS 내의 스테이션 수가 128

개 이상이 되면 충돌이 많이 발생하여 네트워크의 성능

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함을 보인다. 지능형 교

통 시스템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BSS 내의 스테

이션 수는 보통 수백 개로 구성되므로 802.11을 그 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 [5-6]에서는 하나의 BSS 내

의 스테이션을 그룹화 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5]에서는 기존 802.11과 혼용될 수 있는 

802.11 DCF 기반의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각각의 스테이

션들은 비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동기화하여 그룹화에 

한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산된 그룹의 

리는 만약 동 으로 그룹 크기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

을 경우 합하지 않다. 한 [6]에서의 그룹화는 치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고속 이동하는 스테이션을 

가정하는 네트워크에는 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이션의 그룹화를 통하여 경쟁의 정도를 이며 한 

향후의 동 인 그룹 크기 조정을 한 AP 기반의 그룹

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한 Markov chain 모델링을 

이용하여 802.11 DCF와 제안하는 그룹화 메커니즘을 비

교,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2장에

서는 기본 인 802.11 DCF를 소개하며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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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그룹화 메커니즘을 소개하며 성능을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나

열한다.

2. 802.11 D C F

본 은 802.11 로토콜의 DCF에 하여 간단히 요

약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802.11 표 에 한 더 세부

인 내용은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패킷을 송하려는 

스테이션은 DIFS(Distributed InterFrame Space)라고 표

에 명시된 기간 동안 채 이 비사용(idle) 상태인지 

단한 후 그 다면 송을 한다. 그 지 않다면, 다시 

DIFS 동안 채 이 비사용 상태라고 단될 때까지 계속 

채 을 검사한다. 이 시 에서 스테이션은 임의의 슬롯 

값을 선택하며, 이는 802.11 로토콜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충돌 회피(CA : Collision Avoidance) 특징을 나타

낸다. 게다가 채 이 독 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해 2개의 연속 인 패킷 사이에도 임의의 슬롯 시간을 

선택한다. 하지만 외 으로 최근 802.11e 로토콜에는 

패킷들을 SIFS(Short InterFrame Space) 간격으로 계속 

보내는 Burst Transmission이 가능하다.

한 802.11 DCF는 BEB 방식을 채용한다. 각 패킷 

송 시에 임의의 슬롯 시간이     사이에서 임의로 

선택된다. 여기서 는 경쟁 도우라고 하며, 이 값은 

그 패킷에 해 실패한 송의 횟수에 의존한다. 기 

송 시에 는 CWmin이라는 최소 경쟁 도우 값을 갖

고 패킷 송에 실패할 때 마다 지수 으로 증가하여 

최  경쟁 도우인 CWmax 값까지 증가한다. CWmin과 

CWmax의 값은 표  문서에 물리 계층에 따라서 정의 되

어 있으며 [표 1]은 최근 표 에 명시된 경쟁 도우의 

크기와 빈 슬롯 시간을 나타낸다.

P HY S l o t  T i m e () C W m i n C W m a x

FHSS 50 16 1024

DSSS 20 32 1024

IR 8 64 1024

표 1. 802.11에 명시된 Slot Time, CWmin, 

CWmax의 값에 한 요약

802.11 DCF에서 패킷 송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

는 기본 근 메커니즘, 다른 하나는 RTS/CTS 근 메

커니즘이다. 다음 [그림 1]은 Basic 메커니즘을, [그림 2]

는  RTS/CTS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Basic 근 메커니즘의 

[그림 1]에서 스테이션 B는 DIFS 동안 매체를 감지하

고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경쟁 도우의 슬롯을 계속 감

소해간다. 하지만 스테이션 A가 DIFS 후에 바로 송을 

시도함에 따라 감소하던 슬롯 시간을 멈춘 후에 송을 

지연한다. 스테이션 A의 송이 끝난 후에 다시 DIFS 

동안 매체가 비사용 상태라면 다시 슬롯 시간 감소를 계

속한다.

그림 2. RTS/CTS 근 메커니즘의 

RTS/CTS 메커니즘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충돌 비용

을 최소화하기 해 실제 인 데이터 패킷 송 에 작

은 크기의 제어 패킷을 통해 매체를 선 한다. 일반 으

로 미리 정의된 RTSThreshold 값에 따라서 이 경계 값 

보다 은 크기의 패킷은 기본 근 메커니즘을 통해 

송하며, 반 의 경우는 RTS/CTS 근 메커니즘을 통해 

송한다.

그림 3. 802.11 BEB의 Markov chain 모델링

[그림 3]은 [1]에서 사용한 multi-state Markov chain

이다. 802.11의 BEB 알고리즘을 모델링하 으며 각 상태 

 는 송까지 개의 슬롯 시간이 남아있으며 번의 충

돌을 경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주어진 한 슬롯에서 패킷

을 송할 확률 는 수식 (1)과 같다. 는 충돌할 확률을 

의미하며 는 최소 경쟁 도우의 크기, 은 최  확

장 가능한 단계의 수이다. 자세한 수식의 개는 [1]을 

참고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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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ation Throughput 계산은 한 슬롯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한다.   은 임의의 슬롯 시간

에서 송이 일어날 확률을,  는 송된 패킷이 성공할 

확률을 의미한다.  와 는 각각 패킷 송에 성공했을 

경우와 충돌 발생 경우의 기  시간을 의미하며 수식 

(2)에서 정리한다. 는 물리 계층과 MAC 계층의 헤더

를 의미하며   는 평균 패킷의 크기, 는  지연 

시간, 는 빈 슬롯 시간을 의미하며 이 값들은 [표 2]에

서 정리한다.














 (2)

 
         

   

(3)

수식 (1)에서 도출한 의 값을 이용하여 BSS 내의 스

테이션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Saturation Throughput S

는 수식 (3)에 의해 계산할 수 있으며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한 BSS 내의 스테이션의 수가 128개를 넘어감에 

따라 이 네트워크의 Saturation Throughput은 격히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한 BSS 내에 

수백 개의 스테이션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경우 802.11 

DCF로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P a r a m e t e r Va l u e

SIFS 28 
DIFS 128 

Backoff Slot time () 50 
Bit rate 2 Mbps

Packet size 8184 bits

MAC/PHY header 400 bits

ACK 240 bits

Propagation delay () 1 

표 2. 802.11 FHSS 시스템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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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802.11 DCF Saturation Throughput

3 . 폴링 기반의 그룹화 메커니즘

본 은 하나의 BSS 내에 규모의 스테이션이 존재

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기에 합하지 않은 802.11을 확

장하여 폴링 기반의 그룹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 BSS 내에 스테이션의 수가 128

개 이상으로 넘어가면 802.11 DCF의 성능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한다. 이는 BSS 내의 스테이션의 수에 

따라 충돌 확률이 비약 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며 본 논

문은 BSS 내의 스테이션들을 자신들의 MAC 주소를 이

용하여 그룹화 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

한다.

그룹화 메커니즘에서 AP는 체 인 네트워크의 동작

을 장하는 역할을 한다. BSS 내의 모든 스테이션의 

데이터 송은 AP가 리하며 AP는 주기 으로 폴링 

패킷을 로드캐스  하여 그룹 별 경쟁을 리한다. 폴

링 패킷은 그룹의 크기인  와 재 경쟁할 그룹을 나

타내는  를 나타내는 필드를 포함한다. 폴링 패킷을 수

신한 스테이션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차례라고 단하면 

송을 한 경쟁을 하며, 그 지 않으면 송을 지연한

다. 자신의 그룹은 폴링 패킷에 실려 있는 그룹 크기 

와 자신의 MAC 주소의 하  비트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32비트 MAC 주소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하  8비트

를 이용하여 수신된 폴링 패킷의  값으로 modulo하여 

자신의 그룹을 결정한다. 그룹의 범 는   이 된

다. 폴링 패킷 내의  의 값이 자신이 속한 그룹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카운터 값을 하나 감소시킨다. 이 카

운터 값의 유지  동작 원리는 802.11의 BEB와 유사하

며 자신의 그룹 차례 시에만 하나씩 감소한다. 만약 이 

값이 0이 된다면 송을 시도한다. [5]에서와는 다르게 

BEB가 아닌 카운터 방식의 채용은 빈 그룹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기 함이다. [5]에서 빈 그룹을 감지하는 

시간은  ×로 정의되는 반면 본 논문의 

카운터 방식은    으로 빈 그룹의 감지가 

빠르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매 그룹마다 AP가 폴링 

패킷을 보내주어서 동작을 리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존

재하기에 이 둘 사이에는 trade-off가 존재한다. [그림 5]

는 이러한 그룹화의 개념을 도식화 한다.

그림 5. 그룹화 메커니즘

만약 한 그룹에 어떠한 스테이션도 속하지 않는 빈 그

룹이 발생한다면 미리 정의한 기간 동안 기한 후에 바

로 다음 그룹에 한 폴링 메시지를 broadcasting 한다. 

한 BSS 내에 존재하는 개의 스테이션을  개로 그룹

화를 할 경우 균일한 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가정

한다면 한 그룹에 속하는 스테이션의 수는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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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 빈 그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그룹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Saturation Throughput인 






은 [그림 4]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룹화는 폴링 패킷에 따른 오버헤드가 발생하

기 때문에 802.11 DCF의 성능 계산 시 사용했던 수식 

(2)의 빈 슬롯 시간 와  , 는 수식 (4)로 수정한다. 

poll은 폴링 패킷의 크기를 의미하며 time out은 미리 정

의한 시간으로 이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빈 그룹이라

고 단한다. 이 값은 폴링 패킷의 응답으로 데이터 패

킷이 오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라미터는 

[표 2]와 동일하다. [그림 6]에서 Saturation Throughput

의 계산 결과 폴링 패킷에 따른 추가 인 오버헤드의 

향으로 기본 802.11 DCF보다 약간 더 낮은 성능을 보여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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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802.11 DCF와 폴링 기반 메커니즘의

Saturation Throughput

한 그룹화 메커니즘의 경우 빈 그룹이 발생할 경우 

이 빈 그룹 수에 따른 채 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빈 

그룹이 발생할 확률은 [5]에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는 BSS 내의 스테이션의 수가 개 일 경우 

 개의 그룹으로 나 었을 때 개의 빈 그룹이 나왔을 

경우의 Saturation Throughput을 의미한다. 빈 그룹일 

경우의 오버헤드는 데이터 패킷이 오지 않는다고 단하

기까지의 시간인    이다. 자세한 수식의 

개는 [5]를 참고한다.


 

× 




×   

×

(5)

다음 [그림 7]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룹화 메커니즘을 

용했을 경우 그룹 개수와 BSS 내의 스테이션의 수 

에 따른 Saturation Throughput을 보여 다. 가장 왼쪽

의 값이 그룹 개수  가 1, 즉 그룹화를 하지 않았을 경

우의 Saturation Throughput을 의미하며 이 값은 그룹 

개수에 따라 변화한다. 하나의 BSS 내의 스테이션의 수

가 128개이면서 그룹 크기가 16일 때 가장 높은 성능 향

상을 나타낸다. BSS 내의 스테이션 수 의 값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룹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그룹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성능이 좋아지다가 무 큰 그룹 

크기는 오히려 성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룹 크기  가 커지면서 빈 그룹의 발생 가능성이 높

아지기 때문이며 한 그룹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그룹 

차례까지 기다려야하는 지연 시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BSS 내의 스테이션 수에 따라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그룹 크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스테이션의 수가 빈

번히 변하는 특성을 가진 네트워크에서는 그룹 크기를 

동 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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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룹화 메커니즘의 Saturation Throughput

[5]에서 본 논문과 같은 802.11 DCF의 그룹화를 제안

하지만 AP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각 스테이션에게 

그룹화에 한 책임을 분산시킨다. [5]에서의 그룹화는 

그룹의 선택  재 경쟁 그룹 등을 비콘 임을 통

하여 동기화 한다. 이러한 그룹화의 분산된 리는 

802.11 legacy DCF에 커다란 수정 없이 바로 용 가능

하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AP에게 그룹화에 

한 책임을 일임하여 빈 그룹에 한 리와 그룹화 동

작에 한 부담을 지운다는 차이 이 있다. 이는 향후에 

동 으로 그룹 크기를 조정할 경우를 비하기 해서이

며 한 빈 그룹의 여부를 AP가 바로 알아채어 바로 다

음 그룹으로 폴링 패킷을 보내기 해서이다. 한 지능

형 교통 시스템에서 보통 AP는 도로변에 치한 노변 

장치(RSE: Road Side Equipment)이며 일정한 력이 지

속 으로 제공되며 한 높은 처리 능력을 가진 장비로 

가정되기에 AP에 이러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없

다. 향후 연구를 통해 지속 으로 BSS 내의 스테이션의 

수를 추정하여 그룹 크기  를 동 으로 변화시키는 역

할을 담당할 것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AP가 주도 으로 

그룹 경쟁을 리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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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 론  향 후  연 구  과 제

무선 LAN의 표  로토콜인 802.11은 근거리 네트워

크를 상으로 한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하나의 

AP가 장하는 BSS의 크기가 크고 그 안에 속한 스테

이션의 수가 규모일 경우에 802.11은 합하지 않다. 

이는 Markov chain 모델링을 통한 성능 분석 결과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802.11 로토콜을 확장하여 폴링 

기반의 그룹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하나의 BSS 내에 

존재하는 스테이션을 


개로 나 어 경쟁을 제한시키며 

분산시킨다. 수학 인 분석 결과 기존 802.11 DCF와 비

교하여 최  187%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 하지만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지원하기 한 네트워크는 그 특

성 상 스테이션이 고속으로 이동하며 BSS 내의 스테이

션의 수가 지속 으로 변화한다. 향후에는 AP가 BSS 내

에 존재하는 스테이션의 수를 추정하여 동 으로 그룹 

크기 


를 지속 으로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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