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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IEEE 802.11기반 무선 멀티홉 환경에서 은닉 노드가 존재할 때 전체 시스템의 효율 저하를 최소화 하면서도

평균 시간 지연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경쟁 윈도우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에 적용되는 최소 경쟁 윈도우 기준값을

주어진 topology에 따라 도출하고 각 트래픽 플로어의 QoS 요구조건 만족과 은닉노드가 존재할 경우에 성능개선을 위한

경쟁 윈도우 제어패턴을조절한다. 제안하는경쟁윈도우제어 기법을 ns-2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모든 QoS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체 성능 개선을 보이는 결과를 구하였다.

1. 서론

전세계적으로무선 이동통신 장비를통한데이터 사용에 대한수

요가점점커지면서무선망환경도복잡해지고있다. 무선망에서멀티

홉네트워크 (예: 무선 메쉬네트워크)의 필요성이발생하게되고 이에

따라 성능에 bottleneck으로 작용하는 은닉 노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무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에 Quality-of-service

(QoS)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throughput과 delay와 같은 요소들의 값

이일정 수준을유지해야한다. QoS는 802.11e EDCA와 같은Medium

Access Control (MAC) 메커니즘의 제어 파라미터와 연관 되어 서로

다른 QoS를 제공할수있다 [1]. Access Category (AC) queue에 직접

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MAC 파라미터에는 최대/최소 Contention

Window (CWmin과 CWmax), Arbitrary Inter-frame Space (AIFS),

그리고 Transmission Opportunity (TXOP)가 있다. 이들을어떻게조

정하는가에 따라서 전체네트워크의 프로토콜 효율은 향상될수 있다.

특히 CWmin은 높은우선순위의트래픽 흐름을위한서비스차별화에

서 더욱 적당하다 [2].

은닉 노드가고려되지않은 IEEE 802.11 기반 멀티홉네트워크상

황에서의 APHD [3]를 보완하는 QoS 추적 제어알고리즘에대한고려

[1]에 의하면, 각 노드의 AC queue는 CWmin의 값을 바꿔가며 시간

지연과 throughput가 갖는상충관계에서각기다른 QoS 요구를만족

하고있다. 예를 들면, 시간 지연에민감한 VoIP의 전송에는평균지연

요구가있고, VoD같이 throughput에 민감한 경우의전송에는 최소 보

장 대역폭 요구가 있다.

그러나 은닉 노드가 고려되는 상황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 은닉 노드에 의한 통신 간섭으로 인해 전송 수용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추가해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은닉노드가 고려된 상황에서도 QoS 추적 제어알

고리즘[1]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적정 요구되는

throughput을 임계 값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은닉 노드에 의한 전

송손실을파악할것이다. 그리고각각의다른조건에서 QoS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delay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최적의 throughput

을 만족할 수 있는 CWmin의 조절을 제안하고자 한다.

논문의 순서로 2.1절에서 시간 지연과 throughput의 측면에서

QoS를 만족하기 위해 CWmin을 QoS 추적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어

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2.2절 QoS 만족과 은닉노드가 존재할 시

각각의 상황에서 참조 알고리즘[1]의 개선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절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Ns-2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고자

한다.

2. 은닉 노드를 고려한 경쟁 윈도우 제어

Ⅰ. QoS 추적 제어 알고리즘

를 업데이트 시간 간격 에서 번째 queue의 최소 경쟁

윈도우(CWmin) 의 값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i f ∈

  i f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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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2)나 (3)을 만족하는경우이며, 는이둘중하

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
  ∀∈ (2)

 ≥
  ∀∈ (3)

(2)는 시간 지연에 민감한 전송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며, 는 한 홉

간 평균 시간 지연이며 는 번째 queue의 목표 시간 지연 값이다.

(3)은 throughput에 민감한 전송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며, 왼쪽부터

각각 throughput과 번째 queue에서 요구되는 최소 throughput 값이

다. (1)의 은 충분히 작아야 한다. 값이 너무 크면 변동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Ⅱ. 제안하는 경쟁 윈도우 제어 알고리즘

표 1. 은닉 노드의 존재 여부에 따른 제어 알고리즘

QoS 만족 QoS 불만족

은닉 노드

존재 여부
존재

존재하지

않음
존재

존재하지

않음

CWmin

조정

QoS를 만족하므로

은닉 노드 존재와

상관없이

CWmin 증가

최적의 평균 경쟁

윈도우 값 기준

으로 CWmin조정

CWmin

감소

여기서문제가 되는것은은닉노드가 존재하는환경에서 QoS가만

족되지않는경우이다. 이 환경에서는기존 QoS 추적 제어알고리즘과

달리 CWmin의 제어 방법에 차이를 둔다. 기존 추적 제어 알고리즘은

은닉 노드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QoS가 불만족 할 경우

무조건 CWmin의 값을 감소 시켜 delay와 throughput 요구를 만족 시

켜주었다. 그러나 은닉 노드가 존재할경우에는 패킷간의 충돌로 인하

여 throughput이 낮아짐과 동시에 delay 또한 급격히 증가한다.

QoS 불만족에 의해 무조건 CWmin을 감소시키는 기존의 추적 제

어 알고리즘이 이 경우에는 더 많은 트래픽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이

것은 delay와 throughput이 모두 고려된 전체 성능의 측면에서는 더

큰손실이된다. 따라서은닉노드가존재하는환경에서는성능저하에

의한 보완을 위해 CWmin을 무조건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은닉 노

드 상에서 최적의 평균 경쟁 윈도우 크기( )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CWmin을 조정한다.

CWmin을 조정에 있어, 최소 throughput 요구를 만족하면서 동시

에시간요구측면에대한성능개선을보다강화할수있도록할것이

다. 최적의평균경쟁윈도우의크기인은논문[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max


  (4)

그리고 전송 확률인 max는

   

 
(5)

의 에 대한 미분인 


  에서 S를 최대로 하는  값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과정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경쟁 윈도우

값을은닉노드환경에서의제어알고리즘으로이용한다. 이 값을기준

으로 급격히 성능이 나빠질 수 있는 은닉 노드 환경에서 QoS를 달성

할 수 있도록 CWmin 값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원하는 품질의 통신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이 논문의 시뮬레이션에는 은닉 노드가 존재하는 IEEE 802.11a 표

준 환경, 은닉 노드를 포함한 QoS 추적 제어 알고리즘[1],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쟁 윈도우 제어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

이 은닉 노드환경 상의 무선 멀티홉통신에서 더욱 개선된 성능을구

현함을 확인한다.

ns-2.31[6]를 이용하여 실시한 시뮬레이션에는 [표3]과 같이 대부

분의 파라미터 값에 IEEE 802.11a MAC/PHY 표준[5]가 이용되었다.

표 3.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한 파라미터들의 수치

파라미터 값

Time slot 9

 16

 34

 94

CWmin 16

CWmax 1024

Packet Size 500byte

Data Rate 54Mbps

그림 1. 은닉 노드가 존재하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그림 1]과 같이노드간격이 250m인무선네트워크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은닉 노드가 존재하도록하기 위해 250m의

홉 전송거리를설정하였다. 총 4개의 트래픽 플로어중 2개는 Delay 에

민감한 전송조건을 가지고 2개는 Thoughput 에 민감하도록 설정한

후 각각 경우의 Delay와 Thoughput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기존의 QoS 추적 제어알고리즘 [1]을두상황에모두적용한결과,

[그림 2]와 [그림 3]과 같이 은닉 노드가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간 지연

이 매우 커지고 이에 반해 throughput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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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은닉 노드 존재유무에 따른 시간 지연 비교

그림 3. 은닉 노드 존재유무에 따른 throughput 비교

은닉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설정된 목표인 2Mbps의

throughput과 20 ms의 delay를 모두 만족한다. 하지만 [그림 2], [그림

3]에서볼수있듯이은닉노드환경에서 throughput은 약 1.5 Mbps로

감소하였고, 시간 지연요구측면에서는목표값을크게넘어가성능의

큰 하락을 볼 수 있다.

은닉 노드 환경에서 각 노드별로 한 개의 경쟁 노드(c=1)를 갖고,

세 개의 은닉 노드(h=3)을 갖는다. 논문 [4]에서 제안한 최적의 평균

경쟁 윈도우를 구하는 방법과 [표 3]을 이용하여 크기 약 438을 갖는

을 얻을 수 있었다. 은닉 노드 상에서 앞서 제안한 바와 같

이 CWmin값이값 근처에서 식(1)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도

록 CWmin의범위를설정해준 후시뮬레이션한결과를 [그림 4], [그

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제안 알고리즘과 이전 알고리즘간의 시간 지연 비교

그림 5. 제안 알고리즘과 이전 알고리즘간의 통과량 비교

경쟁 윈도우제어 알고리즘적용 전후를시간 지연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802.11a 환경과 기존 QoS 추적 제어 알고리즘의 적용에비해 상

당히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roughput 측면에서는 큰 손실

없이 적절한 통과량을 가지면서 Delay가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처음 목표로 했던 은닉 노드 상황에서

적절한 throughput 요구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시간 요구 측면에서 보

다 좋은 성능을 내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였다.

4. 결론

은닉 노드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각 환경에서 QoS 추적 제어 알고

리즘이 보여주는전송 성능 차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로 인해 나타난 은닉 노드 환경에서의 성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경

쟁윈도우제어알고리즘을제안하였다. 이는 최적의평균경쟁윈도우

값을 기준으로 CWmin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효과를

Ns-2 시뮬레이션을통해검증하였다. QoS 추적 제어알고리즘이 갖는

한계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쟁 윈도우 제어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개선될수있음을 시간지연과 throughput의측면에서확인할 수있었

다. 이를 통해 은닉노드에 의한시간지연을크게줄이면서동시에적

정량의 throughput을 유지하는 이점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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