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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무선 통신 기술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 무

선랜 기술은 쉬운 설치와 저렴한 비용 덕에 폭발적인 보급이 이루어 졌다. IEEE 802.11 표준을 기반

으로 만들어진 무선랜은 여러 개의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802.11b 는 1, 2, 5.5, 11Mbps 의 
4 가지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낮은 전송속도로 전송을 하면 패킷 전송시간은 증가하지만 비트 에러

율은 감소된다. 각각의 전송속도에 따라 다른 패킷 전송 성공률을 갖게 된다. 한 무선랜 AP 에 연결

된 노드들은 각자 자신의 처리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송속도를 결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체 시스템 성능에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자의 전송속도를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 성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보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AP 가 각 노드의 전송속도 및 전송시간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나아가 무선랜에서의 문제점인 Performance Anomaly 현상을 해결하고, [3]에서 언급된 
Inefficient Equilibria 현상도 막아본다. 

 

1. 서론 

무선랜은 여러 개의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802.11b
는 1, 2, 5.5, 11Mbps 의 4 가지 전송속도를, 802.11b/g 는 
6, 9, 12, 18, 24, 36, 48, 54Mbps 의 8 가지 전송속도를 갖

는다. 높은 전송속도는 한 심볼에 더 많은 비트를 싣

게 하는 효율적인 변조기법에 의해 만들어 진다. 하지

만 더 효율적인 변조기법은 인코딩된 데이터의 정확

도를 보장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무선 환경에서는 전

송받은 신호에 경로 감쇠, 페이딩, 간섭 등을 고려하

여 Signal-to-Noise Ratio(SNR)을 구하게 된다. SNR 이 
전송받은 패킷의 비트 에러율을 결정하게 된다. SNR
이 낮을수록 변조기법이 받은 정보를 복호화하기 어

려워진다. 높은 전송속도는 더 조밀한 변조기법을 사

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을수록 비트 에

러율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랜에서 적절한 
전송속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적절

한 전송속도를 결정해 주어 비트 에러율을 낮추고 처

리율이 최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까지 여러 전송속도 선택 기법이 제안되었다. 

요즘 무선랜카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

은 Auto Rate Fallback(ARF)[4]이다. ARF 는 이전 전송 
패킷들의 성공과 실패를 기반으로 전송속도를 결정하

는 기법이다. 구현하기는 쉬운 반면 채널에 빠르게 적

응 못할 뿐 아니라 충돌과 채널 상황을 구별을 못하

여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Receiver-
Based Auto Rate(RBAR)[5]이다. 수신자가 RTS 를 통해 
채널을 측정하여 적절한 전송속도를 CTS 에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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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을 해준다. 데이터는 그 전송속도에 맞춰 전송을 
하게 된다. 채널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반

면 표준 패킷 헤더에 수정을 가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무선랜에서 위와 같은 방법들로 전송속도를 결정하

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의 원인은 
전송속도를 전송하는 노드 각자가 결정하는 데에 있

다. 전송속도를 각자 결정하게 되면 전체 처리율이 떨

어지고 빠른 속도를 갖는 노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된다[2]. 빠른 속도의 노드와 느린 속도의 노드

가 공존하게 되면 모든 노드의 처리율이 가장 낮은 
노드의 처리율과 동일하게 되는 Performance Anomaly 
현상을 발생시킨다.  

전송속도를 각자 결정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3]에서 언급한 Inefficient Equilibria 현상이다. 각 노드

마다 각자 전송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의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노드가 자신의 전송속도를 자신

에게 알맞은 빠른 속도보다 더 안정적인 느린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에서 언급한 
Performance Anomaly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현상을 막기 위해, 무선랜 서

비스를 받는 노드의 전송속도를 조율해 주는 역할을 
AP 에 맞기는 기법을 제안한다. 더 큰 성능향상을 위

해 속도에 따른 전송시간을 다르게 할당해주어 더 높

은 전체 처리율을 기록할 수 있는 기법 역시 제안한

다. AP 가 각 서비스 노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

으로 각 노드의 전송속도를 결정하여 주고 그 전송속

도에 비례하는 전송시간을 할당해 준다. 결정해 준 전

송속도와 전송시간 외의 전송속도와 전송시간으로 전

송을 하는 노드가 있으면 서비스를 해주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다. 

2 장에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AP 의 동적 전송속도 
및 전송시간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마지막 3 장에서

는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 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2. 무선랜 성능향상을 위한 AP 의 전송속도 및 전송

시간 동적 할당 기법 

 
2.1. 각 노드별로 결정한 속도의 문제점  
 
노드의 속도 별 성공확률을 계산하여 서론에서 언

급한 전체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를 표로 만

들어 보았다.  
 

표 1. 노드 2 개가 서비스 받는 경우 

  노드 1 의 성공확률 노드 2 의 성공확률

11Mbps 0.4 (11*0.4 = 4.4) 1 (11*1 = 11) 

5.5Mbps 0.9 (5.5*0.9 = 4.95) 1 (5.5*1 = 5.5) 

 

위의 표 1 을 통해 각자의 시간 사용량(기회가 같으

므로, 두 노드가 각각 하나의 패킷을 전송하는 시간의 
합 분의 각 노드가 하나를 전송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 각 노드의 처리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의 표 2 와 
같다. 예를 들어 노드 1 은 5.5Mbps 를 노드 2 는 
11Mbps 를 선택했다고 하면 처리율은 계산은 아래와 
같다.  

 노드 1: 5.5Mbps * 0.9 * 2/3 = 3.3Mbps  
 노드 2: 11Mbps * 1 * 1/3 = 3.7Mbps  
 

표 2. 표 1 에 따른 처리율 계산표  

         노드 2

 노드 1 
11Mbps 5.5Mbps 

11Mbps 
노드 1 + 노드 2 

=2.2+5.5=7.7 

노드 1 + 노드 2

=1.47+3.67=5.14

5.5Mbps 
노드 1 + 노드 2 

=3.3+3.67=6.97 

노드 1 + 노드 2

=2.48+2.75=5.23

 
표 1 을 보면 노드 1 은 5.5Mbps 를, 노드 2 는 

11Mbps 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판단을 
하여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표 2 를 보게 
되면 둘 다 11Mbps 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 처리율면

에서는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2 개의 노드가 아니라 4 개의 노드를 통해서도 그러

한 예를 들 수 있다.  
 

표 3. 노드 4 개가 서비스 받는 경우  

  
노드 1 의

성공확률

노드 2 의 

성공확률 

노드 3 의 

성공확률 

노드 4 의

성공확률

11Mbps 0.2 1 1 1 

5.5Mbps 0.7 1 1 1 

 
 표 3 에서 노드 1, 2, 3, 4 의 속도가 각각 (11, 11, 11, 

11)인 경우는 처리율이 각각 (0.55, 2.75, 2.75, 2.75)가 
되어 전체 처리율은 0.55+2.75+2.75+2.75=8.8 이 되게 
된다. 속도가 각각 (5.5, 11, 11, 11)인 경우는 속도가 각

각 (1.54, 2.2, 2.2, 2.2)가 되어 전체 처리율은 
1.54+2.2+2.2+2.2=8.14 가 된다. 결국 노드 1 은 5.5Mbps
를 선택하는 것보다 11Mbps 를 선택하는 것이 전체 
처리율을 증가 시키게 된다.  

   
2.2. AP 의 동적 전송속도 할당 기법  
(DRACA): Dynamic Rate Adaptation of Centralized AP  
 
2.1.에서 확인한 결과, 각자가 선택한 전송 속도가 

전체적으로 최적이 아닌 경우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Performance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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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nefficient Equilibria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해 보도록 하겠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P 에서 2.1.에

서 고려해본 값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AP 에서 테이블을 유지해야 한다. AP 는 노

드로부터 받는 패킷으로부터 아래의 표 4 와 같은 테

이블을 유지하게 한다. 802.11b 를 예시로 사용하였다.  
 
표 4. AP 에서 유지하는 노드마다의 전송 성공률 

테이블  

  BPSK(1M) QPSK(2M) CCK(5.5M) CCK(11M)

노드 1 1 1 1 0.6 

~ ~ ~ ~ ~ 

노드 n 0.9 0.2 0 0 

 
 위의 테이블을 바탕으로 2.1.에서 고려했던 식을 

바탕으로 각 노드의 전송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전송속도 정보는 ACK 등의 AP 가 전송하는 데이

터에 함께 넣어서 전송을 하여 각 노드는 자신의 전

송속도를 정하게 된다.  
 AP 는 위의 테이블과 함께 각 노드의 결정된 전송

속도 테이블을 갖고 있어 테이블과 다르게 전송을 하

는 노드가 발생을 하면 그 노드에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게 된다.  

 위의 방법대로 해주게 되면 Performance Anomaly 
현상과 Inefficient Equilibria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3.  AP 의 동적 전송속도 할당 기법의 성능평가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우선 802.11b 의 네 가지 변조기법에 따른 변화를 적

용을 해주었다. SNR 값에 따른 비트 에러율은 Intersil 
칩셋[6]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시뮬레이션 환경은 그림 1 과 같다. AP 가 존재하고 
AP 가까이에 좋은 채널 환경을 갖는 노드가 존재한다. 
다른 한 노드는 AP 와 같은 위치에 있다가 거리가 멀

어지면서 UDP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2 개의 전송노드

는 보낼 패킷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림 1.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2. 시뮬레이션 결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위해 RTS/CTS 를 사용한다. 

RTS 를 통해 쉽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으며, RTS/CTS
를 쓰는 RBAR 과 더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 RTS 를 
받아서 테이블의 전송성공률을 업데이트 해주고 CTS
를 통해 정해진 전송속도를 노드들에게 알려 준다.  

 RBAR 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2 에 주어진다. 11, 
5.5, 2Mbps 의 그래프는 AP 와 한 개의 노드가 낼 수 
있는 거리에 따른 처리율을 그려본 것이다. 제안한 기

법은 영문 앞 글자를 따서 DRACA 라고 해주었다. 그

림 2 에서 보듯이 DRACA 가 RBAR 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구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4. AP 의 동적 전송시간 할당 기법 
  
 2.2.에서 AP 의 동적 전송속도 할당 기법에 대해 제

안해 보았다. 위의 방법대로 전송속도를 할당하는 경

우, 2.1.에서 살펴본 전체 처리율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전체 처리율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처리율의 증가

를 기대할 수 없다. AP 의 동적 전송속도 할당 기법에 
추가하여 전체 처리율을 높일 수 있는 동적 전송시간 
할당 기법을 제안해 보겠다. 
 기존에 제안된 802.11e 의 TXOP(Transmission 
Opportunity) 기법은 전송속도와 상관없이 노드마다 같

은 전송시간을 부여한다[8]. 이렇게 되면 빠른 전송속

도의 노드와 느린 전송속도의 노드에 할당되는 전송

시간이 동일하게 된다. 물론 빠른 속도의 노드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느린 속도의 노드는 더 
적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시간

적 공평성을 보장하여 Performance Anomaly 현상을 어

느 정도 없앨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큰 성능향상을 기

대할 수는 없다. 2.2.에서 제안한 동적 전송속도 할당 
기법에 맞춰 TXOP 기법을 이용한 전송시간을 할당하

는 기법을 제안하겠다.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할당된 속도에 비례하여 

TXOP duration 를 할당해 준다. 예를 들어, 802.11b 를 
사용한다고 하면 1Mbps 에 1 초의 TXOP duration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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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면 2Mbps 에는 2 배의 TXOP duration 2 초를 부

여한다. 그렇게 되면 느린 노드들은 시간적인 패널티

를 받게 된다. 하지만 빠른 노드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점유하게 되어 전체 처리율은 증가하게 된다. 느린 노

드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느린 노드가 전체 처리율과 
빠른 전송속도를 갖는 노드의 처리율을 동시에 떨어

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느린 전송속도의 노드와 빠른 전송속

도의 노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Performance Anomaly
를 크게 없앨 수 있게 된다. 2.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AP 에서 결정해주기 때문에 전송속도 및 전송

시간을 어기는 노드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노드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제안한 동적 전송시간 할당 기법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은 향후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안된 무선랜의 전송속

도 결정 기법들이 각자의 최적 전송속도를 결정해 주

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 의 동적 전

송속도 할당기법을 제안했다. 현재 자신에게 유리하다

고 생각되는 전송속도보다 빠른 전송속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Performance Anomaly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 AP 가 선택해 준 전송속도를 쓰지 않

는 노드는 서비스를 해주지 않게 하여 Inefficient 
Equilibria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제안한 기법이 한 AP 에 여러 노드가 전송을 경쟁

할 시에 좀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였다. 또한 결정해 준 속도에 따른 전송시간을 
할당해서 더욱 큰 성능향상을 보일 수 있음을 보였다.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전체 처리율을 분석하여, 노

드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전체 처리율을 증가시키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예정이다. 또한 더욱 다양한 상

황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동적으로 전송속도를 
잘 할당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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