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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EE 802.11ac 무선 랜에서는 무선 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 분할된 다중채널을 활용하여 AP

로부터 다중의 단말기들을 향해 서로 다른 프레임들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DL MU-MIMO MAC 기술을 도입하
였다. IEEE 802.11ac DL-MIMO MAC 기술은 기존 DL SU-MIMO MAC 동작의 두 단계 동작인 무선채널 획득단계
와 프레임 전송단계 사이에 TXOP 기간 동안 채널별 목적지 단말기와 전송될 프레임을 선정하는 TXOP 공유단계가 
있다. 따라서 IEEE 802.11ac의 MAC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TXOP 공유단계의 성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하지만 표준에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우선순위 TXOP 공유방식은 버퍼와 버퍼 내 프레임에 대하여 공정하게 다루
지 못하고, 많은 지연시간과 특정 버퍼에 대해서는 높은 손실률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AC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특성을 최대한 살기기 위하여 p-AC, 유사속성 s-AC, 전체 s-AC, 순으로 TXOP를 공유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의 EDCA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제어 : IEEE 802.11ac, TXOP 공유, DL MU-MIMO, 품질보장, 고속 무선랜

Abstrac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wireless channel, IEEE 802.11ac uses the DL MU-MIMO MAC 
scheme through which an AP transmits multiple frames to different mobile nodes simultaneously. IEEE 
802.11ac DL MU-MIMO MAC needs a new step, called as TXOP sharing, between legacy IEEE 802.11n DL 
SU-MIMO’s two operations, the obtaining an EDCA TXOP and the transmitting multiple frames for EDCA 
TXOP. In the TXOP sharing operation, both wireless channel destinations and frames transmitted for its TXOP 
period should are determined.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TXOP sharing for improving IEEE 802.11ac MAC 
performance. However, the EDCA priority based method mentioned by IEEE 802.11ac standard document not 
fair among the buffers and the frames of buffers, and occurs in high_loss rate and high_delay about specific 
buff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cheme of the TXOP sharing with sequencing p-AC, s-AC in similar 
properties, and all S-AC. This method provides a differentiated service without damage of EDCA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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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EEE 802.11n 무선 랜에서는 여러 무선채 을 동시에 

이용하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

을 도입하여 AP(Access Point)로부터 특정 단말기 사이

까지의 다운링크에서  송속도를 수백 Mbps까지 향상

시킬 수 있는 DL SU-MIMO(Down-Link Single User 

MIMO) 기술을 표 화하 다[1]. 이후  IEEE 802.11ac 

무선 랜에서는 무선채  용량을 최 한 효율 으로 활용

함으로써 AP와 다 의 단말기 사이에서 다운링크 송

속도를 1～2 Gbps까지 더욱 향상시키고자 DL 

MU-MIMO(DL Multiple User MIMO) 기술을 추진하고 

있다 [2,5].

[Fig. 1]은 DL MU-MIMO 기술을 통한 무선채  효

율 향상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3,4]. DL MU-MIMO는 

MIMO 기술로 공간분할 다 화된 다 의 무선채 을 이

용하여 서로 다른 단말기를 향한 임들을 동시에 최

한 송할 수 있도록 해서 채  효율성을 극 화 시키

는 방법이다 [11].

[Fig. 1] DL MU-MIMO improved radio channel
efficiency [4]

DL SU-MIMO의 동작은 AP가 무선채 을 획득

(Obtaining an 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 

Transmission Opitunity)하는 단계와 다  무선채 을 

통한 임 송(Multiple Frame Transmission in 

EDCA TXOP) 단계로 구성된다. 하지만 IEEE 802.11ac

의 DL MU-MIMO에서는 [Fig. 2]와 같이 무선채  획득

(TXOP 동안 임을 송할 수 있는 권한) 단계와 

임 송단계 사이에 TXOP를 공유하는(EDCA TXOP 

Sharing)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7].

[Fig. 2] DL SU-MIMO and DL MU-MIMO MAC

IEEE 802.11ac DL MU-MIMO에서는 AP가 IEEE 

802.11e EDCA 방식으로 무선채 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

다[6]. EDCA 방식은 Wi-Fi에 근하는 임(음성, 

상, 데이터, 백그라운드)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버퍼

(Access Category)에 장한다. 이 후 각 AC는 독립 이

고 상호 경쟁 으로 무선채 에 근하지만 AC별로 채

 근성에 차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구 한다 [8,12]. 

TXOP 공유단계는 무선채 을 획득한 AC(Primary 

AC, p-AC)가 같은 주 수 역에서 여러 채 에 다양한 

임을 동시에 송하기 해서 무선채 을 획득하지 

못한 차순  AC(Secondary AC, s-AC)와 TXOP를 공유

하는 단계로 여러 채 에 목 지(단말기) 할당과 라운드

에 실제 송될 다양한 임을 선정한다. 표   IEEE 

802.11ac DL MU-MIMO에서는 우선순  방식으로 

TXOP를 공유한다 [9,10].

DL MU-MIMO의 마지막 단계인 임 송단계에

서는 TXOP 공유단계에서 결정된 임들의 송을 수

행한다. TXOP 기간은 다수의 임들이 송될 수 있

는 기간으로 채 별 임 송 시에 동기를 맞춘다. 이 

때 동기를 맞춘 임들끼리 p-AC 임이 하나 이상 

포함된 동시 송그룹 (MU- 송그룹)을 구성하여 여러 

MU- 송그룹이 송을 수행한다. 하나의 MU- 송그룹

을 보낼 때마다 확인(Acknowledgement) 메시지 수신을 

통해 임 송신 후 발생되는 채 에러 혹은 임 충

돌을 감지한다 [13,14].

임 송 순서와 MU- 송그룹에 한 확인응답 

순서를 정함에 있어, AP는 그룹ID 할당 테이블을 참조하

는데 실 으로 조합이 가능한 모든 그룹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룹ID 할당 테이블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15]. 표 에서 구 한 TXOP 공유방식은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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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하는 각 버퍼

에 해서도, 버퍼 내의 임에 해서도 우선순 를 

과도하게 용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며, 단순 차등기회만 

부여하여 각 버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TXOP 공유문제를 서비스 차별화 에서 살펴보고 

AC특성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를 고려한 TXOP 공유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 TXOP 공유 

문제, 3장 AC 특성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를 고려한 

TXOP 공유방안, 4장 실험평가, 5장 결론  참고문헌으

로 구성되어 있다.

2. TXOP 공유 문제 

본 장에서는 TXOP 공유 문제를 분석해보고, 문제해

결을 한 속성 과제를 도출하여 기존 방안들을 도출된 

속성과제 해결 에서 비교 설명한다.

앞서 언 했듯이 IEEE 802.11ac 표 은 EDCA 방식

을 따른다. 이 방식은 4개의 버퍼가 서로 다른 

AIFS[ACi], 최소 경쟁 도 값(CWmin[ACi])  최  경

쟁 도 값(CWmax[ACi]) 등의 라메터 값을 가지고 유

휴 채 에 근을 시도하는데, 근 빈도수는 AC0 > AC1 

> AC2 > AC3 순으로 차등 용된다. 이는 AC가 어떤 특

성(음성, 상, 데이터, 백그라운)인가에 한 서비스 차

별화가 아니라 단지 4개의 AC를 이용한 트래픽 우선순

 구 이다. 그런데 표  TXOP 공유에서도 이 방식이 

용된다. p-AC에 의해 결정된 TXOP 기간 내에 p-AC

에 해 우선 으로 우선순  방식이 용되고도 여 히 

채  는 라운드 여유가 있다면, s-AC 우선순 (AC0 > 

AC1 > AC2 > AC3 순)에 의해 p-AC와 동일하게 우선순

 방식이 용되며, 이는 EDCA 방식으로 무선 채 을 

획득한 p-AC가 우선순  방식으로 s-AC와 TXOP를 공

유하기 때문에 AC간의 트래픽 차별화는 더욱 커진다. 

즉, 근 빈도수가 높을수록 p-AC 될 확률이 높으며, 

p-AC가 못되더라도 우선순 가 높아 s-AC로 TXOP를 

공유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임 장 버퍼는 낮은 트래픽 우선순 로 인하여 임 

송기회가 어 높은 손실과 지연을 가진다. 이는 여

히 AC가 <Table 1>의 특성을 가진 어떤 특성인가에 

한 서비스 차별화가 아니라, 트래픽 우선순 에 한 차

별화며 과도한 차별화로 불공정성을 래한다. 

AC Nature Property

AC0 AC_VO Voice sensitive to delay

AC1 AC_VI Video
sensitive to delay and 

loss

AC2 AC_BE Data sensitive to loss

AC3 AC_BK Background sensitive to loss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ACs

한 동일 버퍼크기 AC에서의 우선순  방식은, 일반

으로 우선순 가 높은 AC가 비워져야 우선순 가 낮

은 AC에게 송기회가 주어지므로 동일한 버퍼크기로 

인하여 우선순 가 높은 AC에게만 임 송기회가 

지속 으로 부여된다. 그리고 각 AC의 TXOP 기간이 달

라 p-AC에 의해 TXOP 기간이 결정되며, TXOP 기간 

내의 각 MU- 송그룹은 어도 하나 이상의 p-AC 

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p-AC에 해 우선  채  

할당  송 임 선정 없이는 채   TXOP 기간 낭

비를 가져온다. 그리고 각 AC 내에서의 각 목 지별로 

합이 큰 순으로 채  할당되지 않고 임 하나에 의한 

우선순  순으로 채  할당되기 때문에 정작 시 한 

상목 지가 채 할당에서 락되어 낭비가 발생한다. 무

엇보다도 각 MU- 송그룹 구성에 있어서 임 크기

가 가장 큰 p-AC에 의해 A-MPDU 크기가 결정되기 때

문에 송 상으로 선정된 p-AC 임이 어떻게 배열

되느냐에 따라 라운드 개수가 달라지며, 송 상 

임이 송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래한다.

본 논문은 어떻게 TXOP 기간 내에 지연  손실에 가

장 시 한 임들을 최 한 많은 양의 MU- 송그룹

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에 해 각 AC 속성의 향을 최

화하여 채  할당  해당 임을 송 상으로 선

정하는 방안이다.

에서 언 한 TXOP 공유의 문제 을 분석해 보면 

본 논문이 제안하는 TXOP 공유를 만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속성에 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한다.

공정성(Fairness) : TXOP 공유에 있어 p-AC에 우선

으로 용한 방식을 s-AC에 해서도 동일하게 용

하면 과도한 차별화가 생기므로 서비스 차별화를 달리 

용하여야 한다. 즉, 각각의 AC들이 트래픽 차별화를 

통해 p-AC가 되므로 s-AC에 해서 다시 AC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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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를 용하여 채 획득에 비해 과도한 임 송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성능(Performance) : AC가 가지는 임 성격에 따

라 서비스 차별화를 제공하여 체 으로 지연, 손실, 

처리율 등에 효과 이어야 한다. 한 재배열에 한 오

버헤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작업보존성(Job preservation)  : TXOP 기간 내에 할

당된 채 을 통하여 해당 목 지로 송할 임이 있

으면 최소 하나 이상의 p-AC 임을 포함한 MU-

송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합리성(Rationality) : 송 임은 목 지 채  할

당에 기여한 임에 한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송

상 임은 MU- 송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 

[Fig. 3] On DL MU-MIMO TXOP sharing 
problems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p-AC의 s-AC와의 TXOP 공

유는 공유하지 않을 경우보다는 성능이 더 나음을 [Fig. 

4]에서부터 [Fig. 7]까지에서 잘 보이고 있다. AC0과 AC3

에서는 별 성능 차이가 없지만 AC1와 AC2는 확연히 차

이가 난다. AC0과 AC3에서의 성능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표 에서 구 한 우선순  TXOP 공유 방식에서는 

p-AC 내의 임 장 순으로 상목 지를 채  할당 

 송 임으로 선정하고, 채  는 라운드 여유가 

있다면 s-AC에서 우선순 가 높은 s-AC부터 순차 으

로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우선순 가 높은 AC0에 한 과도한 송기회 부여로 

상 으로 우선순 가 낮은 AC3는 자신이 p-AC가 되

지 않는 한 임 송 기회가 거의 없다. 한 표  

TXOP 공유 방식은 p-AC 임 체에 해 우선  배

치로 동일 MU- 송그룹에 포함되어 TXOP 기간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

[Fig. 4] Packet loss rate in no TXOP-sharing

[Fig. 5] Average packet delay in no TXOP- 
sharing

[Fig. 6] Packet loss rate in the TXOP-sharing
method with priority

[Fig. 7] Average packet delay in the TXOP- 
sharing method with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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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서 지연 기반 TXOP 

공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p-AC > 체 s-AC 순

으로, p-AC 내의 목 지별 임 지연 합이 큰 순으로 

채  할당하고, 지연이 큰 임 순으로 송 상을 선

정한다. 만일 채  는 라운드가 다 차지 않았다면 

s-AC 체를 상으로 p-AC와 동일하게 목 지별 

임 지연 합이 큰 순으로 채  할당하고, 지연이 큰 

임 순으로 송 상을 선정한다. 이는 표  방식인 우선

순  방식에 비해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임 성능은 

향상되지만, 음성과 상 임 성능은 비슷하다. 오히

려 음성과 상 임은 표 보다 지연이 더 많이 발생

한다. 즉,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임은 지연보다는 손

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지연 기반에서는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 로 제공 못 받는 신에 지연 완화를 한 데

이터과 백그라운드 임 송으로 지연에 민감한 음성

과 상 임에 해서는 오히려 표 보다 송량이 

상 으로 더 어들기 때문에 지연이 더 많이 발생한

다. 그리고 p-AC 첫 임에 한 우선  송이 보장

되지 않아 재배열에 한 오버헤드 발생가능성이 존재하

고 심지어 송 미 보장으로 MU- 송그룹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Fig. 8]과 

[Fig. 9]에서 각 AC 그래 가 보여주듯이 서비스 차별이 

모호하여 EDCA 속성을 제 로 보여주지 못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량 기반 TXOP 공유 방안에서도 지연 

기반 TXOP 공유 방안과 같은 AC 순서로, p-AC 내의 목

지별 임크기 합이 큰 순으로 채  할당하고, 

임 크기가 큰 순으로 송 임을 선정한다. 만일 채  

는 라운드가 다 차지 않았다면 s-AC 체를 상으로 

p-AC와 동일하게 용한다. [Fig. 10], [Fig. 11]에서 보

았듯이, 이는 우선순  방식인 표  방식에 비해 체

으로 손실이 크게 향상되는 반면에 체 지연시간은 매

우 높다. 결국 음성과 상 임은 손실보다도 지연에 

민감한데,  고려되지 않아 지연이 커지고, 그 향으

로 데이터와 백그라운드 임도 덩달아 지연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p-AC 첫 임에 한 처리가 지연기

반 방식과 동일하다. 이 방식은 지연 기반의 TXOP 공유

방안 보다 서비스 차별성이 나아졌지만 여 히 EDCA 

속성을 제 로 보이지 않는다.

[Fig. 8]  Packet loss rate in the TXOP-sharing 
method of the delay-based

[Fig. 9] Average packet delay in the TXOP- 
sharing method of the delay-based

[Fig. 10] Packet loss rate in the TXOP-sharing
method based on the amount of data

[Fig. 11] Average packet delay in the 
TXOP-sharing method based on 
the amount of data



IEEE 802.11ac DL MU-MIMO MAC의 QoS 정책을 고려한 TXOP 공유 방안

32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Oct; 12(10): 317-327

Channel 

assige-

ment

selection 

the 

frames 

for 

transmi-

ssion

concept Feature

Order 

of 

prio-

rity

 

Order 

of 

prio-

rity

①destinations 

assign to channel 

and selection 

frames to transport 

in the order in 

p-AC

②destinations 

assign to channel 

and selecting the 

frames for 

transmission in the 

order in s-AC from 

a high-priority AC

①excessive 

transmission 

opportunity granted 

to the high priority 

buffer

②low_throughput 

of data and 

background frames 

with a low priority

③the wasted 

potential of TXOP 

duration because 

that p-AC frames 

are arranged from 

the first round

Delay 

sum 
Delay

①destinations 

assign to channel 

in ordering 

delay_sum and 

selection frames to 

transport in the 

order in p-AC

②destinations 

assign to channel 

in ordering 

delay_sum in the 

whole s-AC

③selection frames 

to transport in the 

order in the whole 

s-AC

①improved 

throughput of data 

and backgrouf 

frames

②high delay of 

voice and video 

frames

③overhead and 

unreasonable 

potential because of 

no including for 

transferring the 

first p-AC frame

Fram

e_size 

sum

Fram

e_size

①destinations 

assign to channel 

in ordering frame 

size_sum and 

selection frames to 

transport in the 

ordering frame size 

in p-AC

②destinations 

assign to channel 

in ordering frame 

size_sum in the 

whole s-AC

③selection frames 

①improved 

throughput and loss 

rate in overall

②high delay in 

overall

③overhead and 

unreasonable 

potential because of 

no including for 

transferring the 

first p-AC frame

<Table 2> Comparing with TXOP-sharing

Channel 

assige-

ment

selection 

the 

frames 

for 

transmi-

ssion

concept Feature

to transport in the 

ordering frame size 

in the whole s-AC 

우선순  방식, 지연 기반 방식, 그리고 데이터량 기반 

방식의 TXOP 공유방안을 4가지의 속성에 한 문제해

결방안 에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3. 제안하는 TXOP 공유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TXOP 공유 방안은 AC 자신의 

속성을 최 한 이용하도록 설계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방식들이 각 AC에 해 서비스 차별이 모호하거

나 과도한 서비스 차별로 EDCA 속성을 제 로 구 하

지 않으므로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AC1은 이고 

AC2와 AC3에 공정한 서비스 차별을 제공하여 EDCA 속

성이 TXOP 공유 단계에서 제 로 유지되도록 한다.

[Fig. 12] The proposal of TXOP-sharing
method

따라서 [Fig. 12]와 같이 TXOP 공유에 p-AC의 속성

을 이용한다. 각 AC가 가지고 있는 속성, 즉 지연과 손실 

속성에 하여 p-AC, 유사 속성 s-AC 순으로 용하여 

해당 속성의 향을 최 화 한다. 한 임에 한 속성

으로 해당 목 지를 채  할당하는 것 보다는 목 지별 

속성 합으로 채  할당하는 것이 더 큰 향을 끼친다. 

다만, TXOP 기간 내 p-AC를 포함한 MU- 송그룹 구

성 때문에 체 AC에 하여 속성 합을 구 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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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AC > 유사속성 s-AC > 다른 속성의 체 s-AC 

순으로 용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이

는 앞서 언 한 공정성, 성능, 작업보존성, 합리성 등 4가

지 속성에 한 문제해결 방안을 가진다.

단계 1 : p-AC 첫 임은 우선  채  할당  

첫 MU- 송그룹에 포함

단계 2 : p-AC 속성에 의한 p-AC 상의 우선  

채  할당  송 임 선정

단계 3 : 라운드 개수는 TXOP 기간 내에서 최

한 p-AC 임 개수에 맞추도록 p-AC의 상호 

배타  라운드에 배치

단계 4 : p-AC와 유사 속성의 s-AC에서 p-AC 속

성치 기  이상을 상으로 하는 채  할당  

송 임 선정

단계 5 : 다른 속성을 가진 체 s-AC 상의 채

 할당  송 임 선정

단계 6 : 최  라운드 수를 갖기 해 각 MU- 송 

그룹에 최소의 p-AC 임이 포함되도록 구성

제안하는 TXOP 공유 방안을 4개의 AC가 각각 p-AC

가 되는 경우로 를 들면 다음과 같다. AC0와 AC2는 1

가지 속성을 가지고 p-AC에 해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한다.

경우 1 : p-AC가 AC0 는 AC2인 경우

먼  p-AC 첫 임은 해당 목 지를 채  할당하

고, 첫 MU- 송그룹에 구성한다. AC0가 p-AC인 경우, 

p-AC > AC1 > 체 s-AC(AC1+AC2+AC3)의 순으로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한다. 먼  지연 속성을 이

용하여 채  할당에는 지연 합이, 송 임 선정에는 

지연이 큰 순으로 한다. p-AC에 한 채  할당  송

임 선정 후에도 채  는 라운드 여유 있으면 기 채

 할당된 AC0의 최  지연 합과 라운드의 각 해당 채

의 송 임 최  지연을 기 으로 한다. 유사속성을 

가진 AC1을 상으로 기  이상을 만족하는 상에 해 

채  할당과 송 임을 선정하고, 기 할당된 채 에 

송 임을 추가 시에는 기  이상의 임을 송

상으로 선정한다. 여 히 여유가 있다면 체 s-AC에 

해 다른 속성이 기 이 된다. AC1과 AC2, AC3 체에서 

채  할당은 임 크기 합, 송 임 선정은 임 

크기순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기 할당된 채 에 송

임 추가 시에도 임 크기를 기 으로 한다. p-AC가 

AC2인 경우는  p-AC > AC1 >  AC3 > 체 

s-AC(AC0+AC1)의 순으로 하며, 속성은 손실이므로 척

도는 임크기 합  임 크기이다. 유사속성을 가

진 AC는 AC1와 AC3이며, AC0와 AC1 체에서의 척도

는 지연 합  지연이다. 

경우 2 : p-AC가 AC1인 경우

먼  p-AC 첫 임은 해당 목 지를 채  할당하

고, 첫 MU- 송그룹에 구성하는 것은 모든 p-AC에 

해 동일하다. AC1은 지연과 손실 2가지 속성 모두를 

용하여 p-AC > AC0 > AC2 > AC3 > 체 s-AC(AC2 

+ AC3)에 해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한다. 기

은 p-AC 첫 임 목 지 지연 합 α와 임크기 합 

β로 한다.  먼  p-AC에서 α와 β보다 큰 상들 에 먼

 지연에 해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한다. 여

유가 있다면, α보다 크고 β보다 은 상들 에 지연

을, α보다 고 β보다 큰 상들 에 임크기를 척도

로 한다. 그리고 α보다 고 β보다 은 상들 에 지

연을 기 으로 한다. p-AC에 한 채  할당  송

임 선정 후에도 채  는 라운드 여유가 된다면, 지연 

속성을 가진 AC0에서 α를 기 으로 한다. 만일 기 할당

된 채 에 송 임을 추가 시에는 해당 채 의 송

임 최  지연을 기 으로 한다. 손실 속성을 가진 

AC2에서 β를 기 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기 할당된 채

에 송 임을 추가 시에는 해당 채 의 송 임 

최  임크기를 기 으로 한다. 여 히 채  는 라

운드 여유가 된다면, AC3에서도 AC2와 동일하게 처리한

다. 마지막으로 체 s-AC인  AC2와 AC3에서 β 기 을 

용한다. 기 할당된 채 에 송 임을 추가할 경우

에도 임크기를 용한다. 

 

경우 3 : p-AC가 AC3인 경우

다른 p-AC와 마찬가지로 첫 임은 해당 목 지를 

채  할당하고, 첫 MU- 송그룹에 구성한다. AC3가 

p-AC인 경우, p-AC > AC2 > AC1 > 체 

s-AC(AC0+AC1) 순이며, 손실 속성을 이용하여 채  할

당에는 임크기 합이, 송 임 선정에는 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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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C
Shared-ACi

Conditions of 

channel 

assignment

Conditions of 

selection frames 

to transferring

AC0

p-AC delay sum delay

AC1
lowest delay 

sum of p-AC

lowest delay of 

p-AC

AC1 + AC2 + 

AC3
frame_size sum frame_size 

AC1

α : delay sum of the first fram in p-AC

β : fram_size sum of the first fram in p-AC

p-A

C

>α, 

>β
delay sum delay 

>α, 

<β
delay sum delay 

<α, 

>β
fram_size sum fram_size

<α, 

<β
delay sum delay

AC0 α
lowest delay of 

p-AC

AC2 β

lowest 

frame_size of 

p-AC

AC3 β

lowest 

frame_size of 

p-AC

AC2 + AC3 frame_size sum frame_size 

AC2

p-AC frame_size sum frame_size 

AC1

lowest 

frame_size sum 

of p-AC

lowest 

frame_size of 

p-AC

AC3

lowest 

frame_size sum 

of p-AC

lowest 

frame_size of 

p-AC

AC0 + AC1 delay sum delay

AC3 p-AC frame_size sum frame_size

<Table 3> Cases of proposed TXOP-sharing 

p-

AC
Shared-ACi

Conditions of 

channel 

assignment

Conditions of 

selection frames 

to transferring

AC2

lowest 

frame_size sum 

of p-AC

lowest 

frame_size of 

p-AC

AC1

lowest 

frame_size sum 

of p-AC

lowest 

frame_size of 

p-AC

AC0 + AC1 delay sum delay

기가 큰 순으로 한다. p-AC에 한 채  할당  송

임 선정 후에도 채  는 라운드 여유가 된다면 유사

속성을 가진 AC2을 상으로, 그리고 AC1을 상으로 

AC3의 최  임크기 합을 기 으로 한다. 기 할당된 

채 에 송 임을 추가 시에도 동일 순서로 기 은 

해당 채 의 최  임크기이다. 여유가  있다면 다

른 속성을 가진 AC0과 AC1 체를 상으로 지연 합, 지

연 순으로 한다.

p-AC의 속성을 이용한 TXOP 공유방안에 해 각각

의 경우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각 p-AC에 따라 

우선순  AC  채  할당과 송 임 선정의 용 척

도가 정해진다. 
4. 시뮬레이션 및 결과

제안하는 TXOP 공유방식의 성능 평가를 해 본 연

구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기존 TXOP 공유방식인 표

이외에도, 지연기반, 데이터량 기반방식과 제안방식을 

비교한다.

한, AC특성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비교를 해서 

각 AC 성능별로도 기존 방식과 비교하며, 각 실험 결과

는 AC 속성인 지연과 손실에 한 성능비교 값이다.

네트워크 환경은 [Fig. 1]의 구조와 같이 AP 1개와 20

개의 노드들로 구성하 으며, AP에 연결된 구름 모양의 

인터넷에서 목 지(단말기)에 임이 수신되는 것을 

[Fig 13]의 형태로 모델링한다.

[Fig. 13] Experimental network environment

실험에 사용된 라메터는 <Table 4>와 같으며, 각 

AC마다 TXOP 기간이 다르지만 실험에서는 동일하게 

60Ts로 두었으며 임 송시간은 확인응답시간을 포

함하여 20Ts로 설정하고, 무선링크의 손실은 없는 것으

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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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CWmin(Ts) CWmax(Ts) TXOP duration

AC0 4 8 60Ts

※Frame 

transmission 

time(Ack) : 20Ts

AC1 8 16

AC2 15 1024

AC3 15 1024

<Table 4> Experimental parameters for the
TXOP-sharing performance assessment

제안하는 TXOP 공유 방식은 서비스 차별성이 공정하

게 구 되어 [Fig. 14]와 [Fig. 1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

이 기존 3개의 방식보다 EDCA 속성을 잘 보이고 있다.

AC0에 한 손실이나 지연에 해서는 [Fig. 16], [Fig. 

17]에서 보듯이 우선순  방식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AC1의 성능은 [Fig. 18], [Fig. 19]에서 보듯이 우

선순 보다 다소 뒤쳐진다. 이는 우선순  방식에서 보

여주는 과도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Fig. 20]에서부터 

[Fig. 23]까지에서 보듯이 제안 방식이 AC2와 AC3에서는 

상 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우선순  방식에

서 과도한 서비스 차별화를 받던 AC3가 제안 방식에서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

[Fig. 14] Packet loss rate in the proposed 
TXOP-sharing method

[Fig. 15] Average packet delay in the 
           proposed TXOP-sharing method

[Fig. 16] Comparing of packet loss rate in 
ACo by each TXOP-sharing method

[Fig. 17] Comparing of average packet delay in
ACo by each TXOP-sharing method

[Fig. 18] Comparing of packet loss rate in AC1
by each TXOP-sharing method

[Fig. 19] Comparing of average packet delay in 
AC1 by each TXOP-sha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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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ng of packet loss rate in AC2
by each TXOP-sharing method

[Fig. 21] Comparing of average packet delay in
AC2 by each TXOP-sharing method

[Fig. 22] Comparing of packet loss rate in AC3
by each TXOP-sharing method

[Fig. 23] Comparing of average packet delay in
AC3 by each TXOP-sharing method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ac DL MU-MIMO에서 성

능에 크게 향을 미치는 TXOP 공유를 AC 특성에 따라 

서비스 차별화를 고려하여 작업보존성과 합리성을 해결

하고, 공정성,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 다. 제

안 방식은 각 AC를 상으로 해당 속성의 향을 최 화 

하여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하고, 여유가 있으

면 다른 속성을 이용하여 해당 체 AC를 상으로 채  

할당  송 임을 선정한다. 서비스가 차별화되었다

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다른 방식에 비해 보다 효과 임

을 입증하 으며, 공정성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 

버퍼의 크기와 임 양에 실험  한계를 보 으나, 네

트워크 상황이 복잡할수록 더욱더 우수한 성능효과를 보

인다. 향후에는 임 특성과 네트워크 혼잡정도를 고

려한 DL MU-MIMO 백오  차  연구를 진행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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