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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관찰된 채널의 유휴 시간을 이용하여, ACK(Acknowledgement) 기반의 링크 적응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인 COLA 를 제안한다. COLA 는 광범위한 채널과 부하 상황

에서 최적의 성능을 얻으며 RTS/CTS 메커니즘이나 하드웨어를 이용한 채널 SNR 측정과 같은 추가적

인 옵션 혹은 별도의 프로토콜 메커니즘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COLA 알고리즘은 단지 짧은 

10 개의 critical 한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부하를 줄이며, 실제 동작 시 수반되는 heuristic 한 

매개변수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실제 사용 시 장점을 가진다. 

 
  
 
 
 

1. 서론 

IEEE 802.11 무선 LAN (WLAN)에서 링크 적응 기법

[1] 은 SNR (Signal-to-noise ratio) 또는 신호 강도 

측정 기반의 기술(signal strength monitoring-based 

scheme) [2]-[5]과 ACK (acknowledgement) 기반의 방

법 [6]-[9]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정밀

하지만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나 802.11 표준의 

변경이 필요하다 [6]. ARF (Automatic Rate 

Fallback)와 같은 ACK 기반의 방법은 구현 비용이 저

렴하여 상용 장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채널에 

의한 에러와 충돌의 구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6], 

[10]. 이 방법은 몇몇 연속적인 802.11 ACKs 수신 실

패를 불안정한 채널 상태의 신호로 해석하여 링크 상

에 충돌이 발생할 때 비정상적으로 동작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오류의 의한 수행 비용은 성능을 현저하

게 저하시킨다 [6], [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러 구분 문제로부터 영향

을 받지 않는 채널 유휴 시간 측정에 근거한 새로운 

링크 최적화 알고리즘인 COLA (Congestion-resilient 

Link Adaptation)을 제안한다. ACK 기반 기법에서의 

처리량 감소 문제는 최근에야 제기되고 있으며, [6], 

[9], [10],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RTS/CTS 기반

의 방법을 제외하고 거의 논의되지 않고있다 [9]. 

RTS/CTS와 관련된 오버헤드는 802.11 링크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현저히 늘어나므로 우리의 제안은 

RTS/CTS 기반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는다 [11]. 또한 

COLA는 SNR 이나 신호 강도 측정 하드웨어와도 관련

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를 통해 제안하는 

주요한 10개 명령어 알고리즘은 광범위한 SNR 값에 

걸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고, 실제 운용 시 설정이 

필요한 heuristic한 매개변수로부터 자유롭다. 본 논

문에서는 802.11a 의 예 [12]를 사용했지만, 이 제안

은 기타 802.11 네트워크에서 추가되는 overhead 없

이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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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LA (Congestion-resilient Link Adaptation) 
 
COLA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실

패 신호의 충돌 일부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선, Bianchi의 정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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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는 최소 경쟁 윈도우 사이즈 minCW  이며, n  은 

경쟁하는 station의 수, L  은 backoff 재시도 횟수 

최대값(본 논문에서는 4)이다. Station이 슬롯 안에

서 전송을 시도할 가능성을 τ 라 한다면, 슬롯이 유

휴 상태일 가능성은 (1 )n
iP τ= − 다. t  는 슬롯 안에

서의 전송 시도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채널 유휴 시

간의 평균이 
1(1 ) 1i it P −= − − 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11                    [1 (1 ) ] 1                    (2)
n

n
i ct P −−= − − −

 

(1), (2) 수식을 정리하여 n  을 소거하면, it 의 함

수인 cP  값을 얻을 수 있다. 호스트가 전송을 시도하

거나 다른 station의 전송을 감지하는 순간, 최종 경

쟁이 시작되면서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여 station을 

요청함에 의해 전송 신호의 부재를 통해서 it 값을 파

악할 수 있다 [14]. it  에 부응하는 cP  값을 얻은 후, 

다음과 같은 최적의 모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각각의 전송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송 실패를 

fN  전송 성공을 sN 로 정의하고 값을 갱신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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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cP 값과 채널 에러 가능성 hP  값이 공통의 

원소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f c hP P P≈ + .  

현재 모드 m 에서 전송시도 값 tN  가 주어진다면, 

채널에 의한 에러의 평균을 t h f t cH N P N N P= ⋅ = − ⋅ 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모드의 H  나 sN 값이 

mode-down과 mode-up 경계를 초과할 때, 각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COLA의 첫번째 독창성은 (3): s s cN N P← + 수식에

서 sN 의 값이 전송 실패에서도 평가되는 것이다. 이

는 링크 최적화의 관점에서, 실패한 충돌 값 cP 가 아

직 “성공”인 경우이며, 이것은 채널의 영향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의 개념은 채널에 의해 발

생하는 값만이 링크 적응기술 알고리즘이 고려되어야

만 하는 것이며 오직 위 값만이 실패 카운트에 반영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독창성은 mode-

up/mode-down 경계의 선택에 관련한다. 모드 m (예를 

들어, 802.11a에서는 모드 1은 6Mbps, 모드 8은 

54Mbps)이 제공하는 비트 전송률을 mr 라 하고, 
( )m

hP
값은 모드 m 하에서 현재 SNR에 의해 주어진 채널 에

러에 의한 FER로 계산된다. 근접한 모드들 (예를 들

어, 802.11a에서는 12Mbps의 크기) 사이에서 광범위

한 차이에 기인하여, 모드 m 에서의 우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모드 m-1 에서 에러 없이 전송하는 것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위 모드로 변

경하는 것보다 모드 m 에서 머무르는 것이 효과적이

다.  

 

 
그림 1.  COLA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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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모드 증가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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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up 상황에서의 요청은 m 모드에 머무르는 동안 
( 1)m

hP +
의 값을 측정하지만, m+1 의 충분한 통계를 수

집하기 전까지 모드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m 모

드에 머무르는 동안, m+1 의 ta T≥ 테스트를 수행하

며, 성공한 횟수 ts 를 기록한다. 이에 따라 

( 1) 1 /m
h t tP s a+ = − 를 계산할 수 있고, (5) 수식을 검

사한다. T 매개변수에 값을 설정하여 /t ts a 는 

1/m mr r +  값과 유사한 결과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4로 설정한다. 

 COLA 알고리즘은 그림1.과 같이 구성된다. Mode-up 

테스트를 마치면, (5)식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m+1으로의 mode-

up 시도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는 급격한 backoff 개념을 사용하여, [6] 의 논문

에서와 같이 요구되는 성공횟수 mu 를 배가하여 

mode-up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만약 수

식 (5) 를 만족하면, m+1 모드로 이동한다. 이러한 

경우, 모드 m 에서 최소 한번 이상의 성공 이후로 

1mu − 값은 1로 리셋된다. Mode-up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는 한은 각각의 실패에 대해 수식 (4)를 테스트 한

다. 결과를 만족하면, m 모드에 머무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m-1 모드로 이동한다. 이 알고리즘은 각각의  

전송시도에 대해 수행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모드가 

하향 되기 전 전송실패에 대해 즉각 수행하는 10개 

항목의 critical 경로의 명령문을 갖고있다. 이외의 

사항은 이보다 더 단순하며, 최악의 수렴시간은 대략 

7T  로 볼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m 의 값이 1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하며, 최적 모드가 8 

이라면 T 의 값은 4가 되며 28번의 전송시도를 갖는

다. 

  
3. 성능 검증 

 

 이 장에서는 n 개의 스테이션을 갖는 802.11a BSS 

무선 랜 환경에서 모든 상호 수신 범위에서 링크 최

적화 알고리즘을 실험한다. 이 n 개의 노드들은 암호

화된 UDP/IP 하에서 최대 전송속도로 CBR 트래픽을 

전송한다. Shadowing 모델인 ns-2 [15]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802.11a PHY를 지원하도록 802.11 모듈을 

확장하고, 다른 모드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감도를 

변화하는 모델링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우리는 

Heiskala 와 Terry [16] 가 제공하는 FER을 평가하는 

실험적인 BER vs. SNR 곡선을 사용한다. 

 그림 2. 는 채널 SNR의 함수로서 COLA의 성능 효과

를 보여준다. 또한 비교를 위해 ARF의 최대 성능과 

비교하였다. ARF 항목은, 모드 증가에 따른 연속된 

성공 횟수에 따른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하나

는 3, 다른 하나는 10으로 설정하였고, 전자를 

“ ARF 3”, 후자를 “ARF 10”로 명명한다. 모드 감

소 시에는 연속되는 두 실패 건을 두 변수에 따라 규

정한다. 참고로, “OPT”의 성능을 먼저 실험한 최상

의 결과를 보이는 모드로 가정한다. 모드 1부터 8까

지의 지정된 값을 통해 결과를 얻어, 그 중 가장 좋

은 결과를 보이는 SNR 값을 선택하였다. 주지할 것은 

OPT는 충돌과 채널에 의한 에러를 구분하지 않는다. . 

 

 
 

그림 2.  COLA vs. ARF. Throughput 성능 비교 

 

예상과 같이, ARF의 결과치는 충돌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N값이 10일 경우, ARF의 최상 결과치i 는 채

널의 상태에 상관없이 5Mbps 대에 고정됨을 볼 수 있

지만, COLA의 경우는 OPT에 근접한다. 모드 변경 구

간을 제외하고, 결과값 곡선은 사실상 각각 최상에 

위치한다. COLA와 ARF의 결과값 차이는 채널이 상승

함에 따라 충돌이 발생하고 전송 실패가 일어나는 경

우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dB 구간에

서 n값이 10일 때, 그 차이는 20M bps에 가깝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의 ACK기반의 링크 적응

기술 알고리즘인 COLA를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하드웨어를 사용한 RTS/CTS 메커니즘, 채널 SNR 

및 신호 강도 측정이 필요 없으며, 실제 운용 시 사

용되는 발견적 매개변수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

은 802.11 링크(링크 최적화 역시 그래야 하듯이)에

서의 명시적인 혼잡 레벨의 정보가 필요 없는 상황에

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SNR 값에 걸쳐 이

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행 코드는 짧은 

critical 경로를 갖고있어, 전통적인 802.11 MAC 기

능에 최소한의 부하를 주며 실행된다. 우리는 본 논

문에서 802.11a의 경우에 대해 논하였지만, COLA 알

고리즘은 기타 다른 802.11 링크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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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값이 10인 ARF 3에 반하여, n값이 1인 ARF 10이 더 우월하다. 만약 비
율 하락 시 충돌 발생이 주요한 경우, ARF3는 더 빨리 상위 모드로의 변경
을 시도할 것이고, 이것은 적합한 모드로 빠르게 회귀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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