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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EEE 802.11e EDCA(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는 4개의 AC(Access Category)를 이용하여 트

래픽에 따른 우선순 를 부여하고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기 해 표 화되었다. EDCA는 이

진 백오  알고리즘을 갖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방법을 

이용한다. EDCA에서 패킷 송에 실패할 경우 경쟁 도우 값은 두 배씩 증가 되고, 성공할 경우에는 

최소 경쟁 도우 값으로 기화된다. 따라서 경쟁 도우 값이 최 의 값을 유지하지 못해 많은 패킷 

충돌을 야기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감소시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에 제안된 논문에서는 패

킷 송 성공 후 경쟁 도우 값을 최소 경쟁 도우 값이 아닌 채  혼잡 정도에 따라 계산된 값으

로 설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트래픽 종류와 상 없이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트래픽 종류

에 따른 차별  QoS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 계산된 경쟁 도우 값은 재 값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여 히 높은 충돌율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새로운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네트워크의 혼잡 정도를 잘 반 하기 한 새로운 경쟁 도

우 계산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한 제안된 알고리즘은 트래픽 종류에 따른 QoS 보장을 해 트래픽 

종류에 따른 차별화 라미터를 이용한다. 

1. 서론

   IEEE 802.11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로토콜은 이진 백오  알고리즘을 갖는 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방법을 이용한다. 다른 단말과 데이터 충돌을 

피하기 해 경쟁 도우 범  내에서 랜덤한 정수를 선

택하고 타임슬롯(Time Slot)만큼 기 후 데이터 패킷을 

송한다. 데이터 송에 실패 할 경우 경쟁 도우 값은 

두 배씩 증가하여 충돌확률을 낮춘다. 그러나 802.11 DCF 

로토콜은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지 않는다. 

IEEE 802.11e에서는 QoS를 보장하기 해 DCF를 확장한 

EDCA(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를 제안하

다[1]. EDCA에서는 트래픽을 4가지 종류로 나 고 트

래픽에 따라 다른 우선순 를 제공하여 QoS를 보장한다.

   DCF와 EDCA 로토콜에서 패킷의 송 성공 이후 

경쟁 도우 값이 최소 경쟁 도우 값으로 기화된다. 

따라서 경쟁 도우 값이 최 의 값을 유지하지 못해 많

은 패킷 충돌을 야기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감소시킨다[2].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패킷 송 성공 후 경쟁 도우 

값을 최소 경쟁 도우 값이 아닌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

된 값으로 설정하는 로토콜이 제안되었다[3].

  × 

 


     (1)

여기에서, weight는 시간에 한 가 치로 [0, 1]사이의 값

을 갖는다. CWcurrent는 패킷 송을 성공할 때의 경쟁 

도우 값이고 CWmin과 CWmax는 각각 최소 경쟁 도

우와 최  경쟁 도우 값이고 CWnew는 패킷 송 후의 

새로운 경쟁 도우 값이다. 

   참고문헌[3]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에는 세 가지 문제

이 있다. 첫째, EDCA에 기반을 두어 동작하지만 트래픽 

종류와 상 없이 경쟁 도우 계산 공식이 동일하다. 따라

서 낮은 우선순  트래픽의 향을 받아 높은 우선순  

트래픽의 경쟁 도우 값이 빠르게 증가한다. 둘째, 수식

(1)에 따라 계산된 새로운 경쟁 도우 값은 CWcurrent 

값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값이므로 여 히 높은 패킷 

충돌율을 갖는다. 셋째, 네트워크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는 CWcurrent 값의 변화도 커지게 되는데 수식(1)은 변

화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QoS 보장을 해 트래픽 차별화 라

미터를 제시하고 네트워크 상황을 잘 반 할 수 있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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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쟁 도우 계산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 제안된 방법

   이 장에서는 참고문헌[3]의 방법이 갖는 문제 을 해

결하기 해 새롭게 제안된 방법에 해 설명한다.

   IEEE 802.11e EDCA는 4개의 AC(Access Category)를 

이용하여 트래픽에 따른 우선순 를 부여하고 QoS를 제

공한다. 각 AC에서 경쟁 도우 값을 달리 설정함으로써 

차별화한다. 우선순 가 높은 AC는 낮은 AC에 비해 높은 

송 기회를 갖는다. 즉, 높은 AC의 트래픽은 낮은 트래

픽에 비해 패킷 송  은 기 시간을 갖는다. 각 AC

의 송을 완 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이 동작하기 때

문에 여 히 서로 다른 AC간에도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

서 서로 다른 AC간의 향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AC에 

해 수식(1)로 새로운 경쟁 도우를 계산할 경우 높은 

우선순  트래픽은 낮은 우선순  트래픽으로 인해 빠르

게 경쟁 도우가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낮은 우

선순  AC의 향으로 인해 경쟁 도우가 증가하는 것

을 피하기 해 각 AC의 트래픽 비율을 고려한다. 높은 

우선순 는 자신의 트래픽 비율에 따라 경쟁 도우를 증

가시키고 낮은 우선순 는 자신과 높은 우선순  트래픽 

비율에 따라 경쟁 도우를 증가시킨다. 낮은 우선순  트

래픽은 높은 우선순  트래픽의 비율을 반 함으로써 높

은 우선순  트래픽에 더 좋은 QoS를 제공한다.

   각 AC별 트래픽 비율 계산은 어렵다. EDCA에서 모든 

AC의 트래픽들은 같은 백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작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각 AC별 트래픽 비율을 패킷 송 성공 비율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이를 해 일정 기간 동안 각 AC별 송 

성공된 패킷 수를 구하고 네트워크에서 각 AC의 트래픽 

송 비율을 계산한다. IEEE 802.11e EDCA에서 우선순

는 AC_VO, AC_VI, AC_BE, AC_BK 순으로 낮아지기 때

문에 우선순 가 높은 AC부터 우선순 가 낮은 방향으로 

송 비율을 하여 트래픽 종류 가 치(typeWeight)을 

계산한다. 4가지 AC는 표 1과 같이 트래픽 종류 가 치를 

구할 수 있다. 우선순 가 높은 AC일수록 트래픽 종류 가

치가 낮고 AC_BK는 1이 된다. QoS 보장을 해 트래

픽 차별화 라미터로 종류 가 치를 이용한다.

<표 1> AC별 송 비율  트래픽 종류 가 치

AC 송 비율 종류 가 치

AC_VO R1 R1

AC_VI R2 R1+R2

AC_BE R3 R1+R2+R3

AC_BK R4 R1+R2+R3+R4

   네트워크의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CWcurrent 값의 

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변화를 완만하게 하

기 해 지수 가  이동 평균(EWMA: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을 이용한다. 단말은 n번째 

송 성공 후에 경쟁 도우 값(CWcurrent)을 알고 있다. 

이 값을 이용하여 n번째 송 성공 후의 완만해진 경쟁 

도우 값(CW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2)

여기에서 α는 평활인수이다.

   종류 가 치와 EWMA로 계산된 CWn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경쟁 도우 계산 공식을 제안한다.

  × ×





 


 




      (3)

여기에서 timeWeight은 참고문헌[3]에서 사용한 시간에 

한 가 치로 참고문헌[3]에서 이용한 값 0.9를 본 논문

에서도 이용한다. 종류 가 치는 우선순 가 높을수록 낮

고 낮을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낮은 우선순  트

래픽의 CWnew 값이 상 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높은 

우선순  트래픽의 송 기회를 보장하고 QoS를 제공한

다.

   새롭게 제안된 계산 공식은 송 성공 후의 경쟁 도

우 값을 더 많이 반 한다. 따라서 기존 공식에 비해 낮은 

패킷 충돌율을 갖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은 

종류 가 치와 시간 가 치를 1로, CWmin은 31, CWmax

는 1023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재 경쟁 도우 값에 따

라 새롭게 계산된 경쟁 도우 값을 보여 다. 로 

CWcurrent 값이 200일 때, 기존 방법의 새로운 경쟁 

도우는 60이지만 제안된 방법은 95이다. CWcurrent 값이 

400일 때, 각각 168과 269이다. 한 CWcurrent 값이 600

일 때, 각각 357과 490이다.

  

(그림 1) CWcurrent에 따른 CWnew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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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IEEE 802.11e에서 경쟁 도우 값은 패킷 송 성공 

후 다음 송을 해 최솟값으로 기화된다. 재의 네트

워크 상태를 반 하지 않는 경재 도우 값의 설정으로 

인해 채 이 혼잡할 때 충돌율은 증가되고 성능은 하된

다. 본 논문에서 네트워크 상태뿐만 아니라 각 AC에 따른 

QoS 제공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각 AC의 

QoS를 보장하기 해 트래픽 종류 가 치를 고려하 으

며 네트워크 상황의 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해 

EWMA를 이용하 다. 그리고 네트워크 재 상황을 잘 

반 하기 한 새로운 경쟁 도우 계산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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