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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using Bianchi's model with channel 

idle probability we analyze performance of power 

management scheme of IEEE 802.11 DCF according 

to ATIM window size and number of nodes for 

wireless ad hoc network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when the number of nodes is given, the 

selected ATIM window size limits the performance. 

I. 서론 

  무선 ad hoc 네트워크에서 무선기기들은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에 지 소모를 이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며, 지 까지 에 지 소모를 이기 한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 중에서 MAC 

계층에서의 연구는 대부분이 IEEE 802.11에서 제공하

는 power management scheme이라는 표준에 기반하

고 있다. 그러나 정작 IEEE 802.11의 power 

management scheme (802.11PMS) 에 관한 성능 분석

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Bianchi 모델을 이용하

여 802.11PMS의 성능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802.11PMS의 성능을 정해진 패킷 길

이와 beacon interval 내에서, 노드 수와 ATIM window 

길이를 변화시키며 다각도로 분석한다.

II. 802.11PMS의 성능 분석

802.11PMS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ATIM 

window구간과 DATA window 구간을 나누어 접근한

다. 802.11PMS 표준에 따라 ATIM window에서는 

control packet을 교환하고 DATA window에서는 data 

packet을 교환한다. 그리고 두 구간 모두 CSMA/CA에 

기반하여 packet을 교환한다[1]. N개의 노드가 네트워

크에 존재하고 네트워크는 saturation 상태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N개의 노드는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ATIM 

window 구간에서 ATIM packet을 전송하는 경쟁을 한

다. 따라서 ATIM window 구간에서 성공적으로 ATIM 

packet을 전송한 Nd개의 노드들만이 DATA window 구

간에서 데이터 전송에 참여한다. 

따라서 ATIM window 구간에서 DATA window 구간

에 참여하게 될 노드의 수인 Nd를 구한 다음, Nd를 이용

하여 네트워크의 throughput을 구한다. 이를 위해 

ATIM window구간과 DATA window 구간에는 idle 확

률을 고려한 Bianchi 모델이 사용된다[2]. 

  좀 더 쉬운 분석을 해 본 논문에서는 송신 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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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노드는 1:1 응 계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따라

서 각 송신 노드는 ATIM window 구간에서 하나의 

successful ATIM packet만을 송한다. 즉, successful 

ATIM packet의 수가 곧 Nd가 된다. N개의 노드가 

ATIM packet을 시도하여 하나의 노드가 packet 송

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N-1개의 노드가 ATIM 

packet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ATIM window 구간

을 Ta라고 정의하고 N개의 노드가 경쟁할 때 

successful ATIM packet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Ta_avg,N이라고 하면, (k+1)개의 ATIM packet을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 Da,k는 다음과 같다. 

   ⋯  (1)

 ≤                               (2)

즉, 수식 (2)를 만족시키는 k값이 있을 때 Nd는 

min(k+1,N)이 된다.

이때 throughput을 구하기 한 transmission 

probability 와 collision probability 는 idle 확률을 

고려한 Bianchi 모델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3)

  
                        (4)

이때 Nd개의 노드 에 어도 한 노드 이상이 송할 

확률 과 그 에서 한 packet이 성공 으로 송될 

확률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5)

 





 

                    (6)

결국 의 (3)-(6)까지의 수식을 이용하여 throughput 

S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Ⅲ. 802.11PMS의 성능 분석 결과

 성능 분석을 해 본 논문에서는 1600bits의 packet을 

사용하고 2Mbps의 channel rate에서 802.11의 DSSS 

system parameter를 사용하 다. Beacon interval은 

200ms이고, ATIM window size와 노드 수를 변경하

면서 성능을 분석하 다. 그림 1은 노드 수와 ATIM 

window size에 따른 802.11PMS의 성능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노드 수가 증가할 때 

ATIM window 길이가 작을수록 성능이 더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ATIM 길

이가 data window에 참여하는 노드 수를 제한하기 때

문이다. 반면, ATIM 길이가 작을수록 노드들간의 

fairness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airness를 어느정도 보장하면서 throughput을 높일 수 

있는 ATIM window 길이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1 노드 수와 ATIM window 길이에 따른 

802.11PMS의 성능

atim N=5 N=10 N=20 N=50 N=80

10ms =5 =9 =9 =4 =3

20ms =5 =10 =14 =8 =7

40ms =5 =10 =20 =17 =13

80ms =5 =10 =20 =39 =27

120ms =5 =10 =20 =50 =42

표 1 ATIM 길이에 따른 Nd의 수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802.11PMS의 성능을 노드 수와 

ATIM window 길이에 따라 분석하 다. 성능 분석 결

과를 통해 throughput과 fairness에는 tradeoff가 있으

면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만족시키는 한 ATIM 

window size를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는 non-saturation 상태를 고려한 성능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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