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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스마트 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무선기기의 발달은 IEEE 802.11 그룹의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Wi-Fi와 같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사용자 한 속하게 증가되고 

이를 수용하기 해서는 하나의 AP 처리 역에 어도 2개 이상의 AP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선 네트워크의 효과 인 활용과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극 화하기 해 한 AP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요한 논  에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의 세기와 더불어 각 AP에서 처리하는 트래픽 

양을 고려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활용을 최 화하는 AP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사용자의 이동이 빈번한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 AP를 심으로 트래픽 불균형 상태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의 

품질만을 선택 기 으로 용하는 방식은 네트워크 활용에 제한 이다. 제안된 AP 선택 기법은 신호의 

품질과 더불어 각 AP에서 처리량을 고려하여 새로운 스테이션에 한 결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신호를 가진 AP에 발생할 수 있는 혼잡 상을 미연에 방지하며 균형 있는 트래픽 부하 처리로 효율 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확인하기 하여 OPNET 모델러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성능 평가 척도로는 송 효율과 송 지연을 사용하 고 제안한 방식을 기존의 방식과 비교

하 다. 실험결과, 제안한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송 지연과 송 효율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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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wadays, wireless local area networks are widely deployed so that stations can potentially 

associate with an access point. The AP selection strategy is one of the significant research areas 

for wireless local area networks. The selection strategy solves the relevant problem is which 

AP can be selected and associated with a station so that the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can 

be obtained. Rather than merely choosing the AP with the strongest received signal strength, 

however, we calculate effective throughput for each neighboring AP and use it as a basis for 

AP selection. Referencing the throughput is better than referencing the signal strength only 

because the network may contain a severe load imbalance. We have performed computer 

simulations using OPNET modeler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cheme. 

The results show us that the proposed selection method outperforms that of the conventional 

one in terms of throughput and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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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몇 년에 걸쳐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갤

럭시 탭과 같은 Wi-Fi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발 이 

속히 진행되어왔다. 재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무려 

1,500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무선기기의 진보와 사용

자 수의 증가는 더 많은 AP(access point)의 배치를 요

구한다. 

모바일 사용자가 Wi-Fi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하기 해서는 우선 하나의 AP에 속해야한다. 보통 

WLAN은 하나의 AP에 다수의 스테이션들로 이루어진 

BSS(basic service set)라는 가장 작은 단 의 토폴로

지를 갖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는 장소에는 

하나의 AP로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고 

여러 BSS로 이루어진 EBSS (extended BSS)로 확장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Wi-Fi 사용자는 인터

넷 서비스를 제공받기 해 한 하나의 AP를 선택

해야 한다. 

재 IEEE 802.11 표 은 구체 인 AP선택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자들에 의

해 AP들로부터 수신되는 신호  가장 강한 신호를 가

진 AP가 선택되어진다. 이는 구 상의 편의성 때문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기법을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라고 한다. 그러나 RSSI 기반 AP 

선택 기법은 요즘과 같은 Wi-Fi 사용자가 증한 시

에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나타날 수 있다[1-5]. 가령, 어

느 한 지역에 많은 사용자가 군집했을 때 가장 강한 신

호를 가진 AP로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게 되면 그 AP

에 혼잡 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네트워크의 심각

한 성능 하를 야기한다[6-9]. 이는 MAC 계층의 채  

경쟁 상태나 특정 AP의 과부하와 같은 요한 요소들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RSSI 뿐만 아니라 MAC 계층을 활용

하여 각 AP의 채  활용도를 조사하고 이를 새로운 노

드가 새로운 AP와의 결합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즉, 

각각의 AP가 처리하고 있는 트래픽 양을 고려하여 결

합하려는 스테이션을 균등하게 속하도록 분배함으로

써 하나의 AP에, 가령 가장 강한 신호를 가진 AP, 집

되는 혼잡상태(congestion)를 방하여 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효율을 높이는 AP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채 활용도(channel 

utilization)를 계산하고 이것은 새로운 스테이션이 최

의 AP를 선택하기 한 채  상태 정보로 활용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IEEE 802.11 

표 의 결합과정(association)과 이와 련된 연구를 간

략하게 소개한다. III장은 MAC 계층에 한 간략한 소

개와 처리량을 계산하여 새로운 AP 선택에 활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존의 신호의 세

기만을 고려한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새로 제시된 알고

리즘의 성능을 실험 분석한 결과를 IV장에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V장은 우리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IEEE 802.11 표 은 결합과정을 3과정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10]. 첫 번째 과정에서, 사용자는 AP의 비콘 

임들을 단지 수동  모드에서 듣는다. 활성 모드

(active mode)로 환한 후 사용자는 로  요청 

임(prove request frame)을 가까이에 있는 AP들에게 

보내면, 그때 AP들은 로  응답 임(prove 

response frame)으로 응답한다. 두 번째 과정에서, 사용

자는 제시된 기 에 따라 최 의 AP를 결정한다. 그 결

정 기 들  RSSI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강한  

RSS(received signal strength)는 높은 처리량을 갖는

다’는 가정으로 기인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는 

결합 요구 임(association request frame)을 두 번

째 단계에서 선택된 AP로 보낸다. 그리고 선택된 AP는 

결합 응답 임(association response frame)으로 응

답한다. 

비록 IEEE 802.11 표 을 사용하는 부분의 WLAN

이 RSSI 기반 결합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은 네

트워크 자원을 비효율 으로 사용한다. 논문[11]의 

자는 RSSI 기법이 결합 기법으로 당하지 않은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RSSI 

기법은 단지 AP로부터 거리에만 따라 결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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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송 워에도 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사용자와 AP들 사이에 발생하는 트래픽은 

보통 양 방향(bi-directional)이지만 RSSI 기법은 단지 

다운링크 채  조건만을 나타내는 지시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RSSI 기법의 안을 찾

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논문[12]에서 제시된 결

합 기법은 체 네트워크의 역폭 (bandwidth)를 사용

자에게 공평하게 할당한다. 논문[12]에서는 공평한 자

원 공유  개선된 사용자 결합을 제공하는 자가 구성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13]은 채  정보를 사

용하는 결합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RSSI 기법

을 처하기 한 부분의 연구들은 IEEE 802.11 모듈

에서 상당한 수정을 요구한다. 즉, 호환성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AP 선택 

알고리즘은 간단하면서도 IEEE 802.11 모듈에 용할  

수 있다. 한 각각의 AP들의 채  활용도를 조사하여 

새로운 사용자의 결합을 결정하기 때문에 혼잡 상을 

미연에 방지하며, 체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Ⅲ. 처리량을 고려한 AP 선택 기법

본 논문은 수신된 신호의 세기(RSSI)와 처리량

(throughput)을 사용하여 새로운 스테이션이나 이동하

고 있는 스테이션이 가장 효율 인 망에서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최 의 AP 선택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단,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가정한다. 

- 사용된 네트워크는 IEEE 802.11b를 기반으로 하는 

WLAN이다.

- 일정 지역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상황을 고려한

다. 즉, 일정지역에 최소 2개 이상의 AP가 존재하

는 EBSS(extended basic service set)을 가정한다. 

[그림 1]은 스테이션이 에 가정된 네트워크에서 서

비스를 받기 한 차를 보여 다. 먼  스테이션은 

여러 AP들로부터 비콘 신호를 수신한다. 수신된 비콘 

신호로부터 각각의 AP에 결합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드의 수를 얻고, 수신된 신호의 세기를 기반으로 AP

들을 순서화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각 AP가 제공할 수 있는 최

의 서비스 상황을 단하고 새로운 AP들의 순서를 

정한다. 이러한 과정이 일정주기의 시간으로 반복되어

진다.

그림 1.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AP 결합 절차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고려한 최 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AP를 찾기 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AP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처리량을 고려한다. 처리량을 구

하기 해서는 먼  스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성공 으

로 송하기 한 MAC 계층의 메커니즘과 시간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IEEE 802.11 MAC은 경쟁기반 채 의 속 모드인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과, 옵션으로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을 채용하고 있다. 

DCF는 binary exponential backoff를 사용한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메커니즘을 사용하며, PCF는 

polling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동작한다.

DCF와 PCF는 스테이션이 송해도 되는 때를 결정

한다. 시간은 슈퍼 임(superframe)이라는 반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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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나 어진다. 각 슈퍼 임은 beacon frame으

로 시작한다. 나머지 시간은 옵션인 CFP (contention 

-free period)와 CP(contention period)로 나뉜다. DCF

는 CP 동안 동작하며, PCF는 CFP 동안 동작한다. 

IEEE 802.11 DCF에서 하나 이상의 스테이션이 동시

에 같은 채 에서 송을 시도한다면 정확한 데이터 

송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신호가 규칙 없이 서

로 혼합되어 복원할 수 없게 되어 지기 때문인데 이를 

충돌(collis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해 

IEEE 802.11은 CSMA/CA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CA 부분이 충돌 확률을 이기 한 메커니

즘을 기술하고 있는데,  송할 데이터를 가진 스테이

션은 송을 시작하기 에 소  백오  과정(backoff 

procedure)을 수행하게 된다. 즉, 송할 데이터를 가진 

스테이션이 채 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더라도 

즉시 송하지 않고 임의의 시간을 부가하여 더 기다린 

후에 송한다. 이 임의의 시간 길이는 시스템의 작동 

시간 단 인 슬롯타임(slot time)의 배수 값을 갖는다. 

각 스테이션은 송하기 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의 양

을 정의하기 해 CW(contention window)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 만일 데이터 송이 실패하게 되면 CW 

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송 실패 횟수와 증가되는 

CW의 계는 다음과 같다.

 
 ∙  ≤ ≤
   ≤

       (1)

여기서, 는 재 송 회수를 나타내고, 은 메커니즘

이 허용할 수 있는 최  재 송 회수이다. 의 표  

값은 32이고 CW의 기 값은   

으로 부여된다. 재 송 횟수가 일정한 값 m을 넘기면 

  은 더 이상의 증가하지 않고 로 고정된다.  

우리는 식(1)을 사용하여 송 실패 횟수에 따른 실

제 기다리는 시간 백오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2)

여기서, 은 슬롯타임을 나타내며 보통 를 

갖는다. 

이제, 주어진 백오  시간을 사용하여 스테이션이 데

이터를 성공 으로 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의해 

보자[14].

   

   

     (3)

여기서, 와 은 물리층(physical layer)

과 매체 근 제어층 (MAC layer)의 헤더를 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는 지연

(propagation delay)을 나타내고 의 값은 데이터를 

송하는데 사용된 시간이며 다음과 같다. 

          


                 (4)

B는 송 데이터 (payload), R은 송 속도 

(transmission speed)를 나타낸다. DIFS는 Distributed 

inter-frame space, SIFS는, short inter-frame time 그

리고 는 acknowledgement 임 송 시간을 

나타내며 그 값은 IEEE 802.11 표 에 명시되어 있다.  

식(1), (2), (3)을 통해 데이터 임이 송하는데 

걸리는 실제 시간을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의 시간

들은 네트워크 환경 요인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값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스테이션이 하나의 

데이터 임을 송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 ≤




∞

   ≤

   (5)

는 송 실패 확률을 나타내고, 는 성공 확

률을 나타낸다. 는 송 시도 횟수를 나타내고 

는 식(3)으로부터 구해지는 시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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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수식의 유도 과정들은 결국 처리량

(throughput)을 구하기 함이다. 우리는 처리량 를 

식(6)과 같이 정의한다.



∙
                    (6)

여기서, 은 식 (4)의 송 데이터, 는 채  활용 

비율(the fraction of the channel occupancy)을 나타내

고,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7)

식(7)에서, 는 번째 AP에 결합되어 있는 노드

의 수를 나타낸다. 이제 식(7)을 식(6)에 입하여 번

째 AP의 처리량 을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8)

우리의 목 은 결합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에게 최

의 처리량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결합되어 있던 

노드에게 미치는 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를 들

어 [그림 3]에서처럼 AP1에 결합되어 있는 노드 1이 

AP3쪽으로 이동했을 때 단순히 신호의 세기를 기 으

로 새로운 결합을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AP

가 처리하고 있는 부하의 측정과 비교가 필요하다. 그

리고 우리는 이 값을 사용하여 새로운 AP로의 결합을 

결정한다. 새로운 AP에 한 첨자를 라 하고 이의 처

리량은 로 표기하자. 이제 에 결합되어 있는 AP에

서의 처리량과 새롭게 결합하고자 하는 AP의 처리량을 

비교하자.

                   (9)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MAC header 224 bits  δ 1 us
PHY header 192 bits Slot time 20 us

ACK 112 bits SIFS 10 us
RTS 160 bits DIFS 50 us
CTS 112 bits Tc 20 s

Min CW 31 Max CW 1023
Simulation Time 150 s # of Nodes 20

Bandwidth 11 MHz Data rate 1 Mbps
Transmission 

range 50~100 m Simulation   
Round 1010 times

Node mobile 
speed 1 m/s Transmission 

Power 30 mW

표 1. 실험 파라미터 

처리량은 각각의 AP들의 비콘 임으로부터 매 주

기마다 결합되어 있는 스테이션의 수에 한 정보를 활

용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스테이션은 새로운 AP로의 결합을 결정한다.  

Ⅳ. 실험분석

제안된 AP 선택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피넷 (OPNET)을 활용하여 

실험한다. 성능 실험 결과는 신호세기 기반 기법과 비

교한다. 실험에 활용된 각 라미터와 해당되는 값은 

[표 1]과 같다. 한 노드의 움직임 경로를 2가지 형태

로 실험에 참작하 으며 그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우

리는 각각의 움직임을 구별하여 표 하기 해 스테이

션의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 원형경로와 직선경로로 호

명한다. 먼  원형경로에서의 AP 선택 기법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기존 기법과 비교하여 [그림 3]와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그림 3]는 신호세기 기반 기법의 결과

로써 시간에 따라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AP 선택 기법이 

용된 기법은 시간이 경과해도 처리량이 상 으로 

격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원형경로를 따

라 움직이는 노드가 신호의 세기 정보뿐만 아니라 각각

의 AP들의 트래픽 부하에 한 정보를 활용함으로 기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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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드 움직임 경로

그림 3. 원형경로 상에서 RSSI 기법의 성능

그림 4. 원형경로 상에서 제안된 기법의 성능

[그림 5]와 [그림 6]은 스테이션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른 처리량을 알아보기 해, 스테이션의 움직임 속도

를 달리하여 원형경로 시나리오와 직선경로 시나리오 

상에서 스테이션의 처리량을 조사했다. 보통, 스테이션

의 움직임 속도가 빠르면 처리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쉽

게 상할 수 있듯이 실제 원형경로 상의 실험결과는 

상과 같이 속도에 따라 처리량이 감소함을 [그림 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원형경로에서 속도에 따른 패킷 처리량 비교

그림 6. 직선경로에서 속도에 따른 패킷 처리량 비교

그러나 [그림 6]에 나타나듯이 직선경로 시나리오 상

에서 스테이션의 속도에 따른 처리량의 변화는 크게 달

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 상에서 큰 속

도의 차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결과이며 속도

의 차를 크게 하면 속도에 따른 처리량의 변화는 비교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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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 체 네트워크의 자원을 효율 으로 사

용하기 한 새로운 AP 결합기법을 제시하 다. 제안

된 기법은 신호의 세기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며 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기존의 방식과 호환되기 때

문에 구 에 용이하다. 우리의 성능 분석결과 새로 제

안된 방식이 단지 신호의 세기에 의존하여 결합을 결정

하는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체 네트워크의 효율성 측

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

은 시나리오 상에서 특히, 속도의 차이 변화를 다양하

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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