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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고밀도 경쟁 환경에서 무선랜의 자가 구성 네트워크 기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기존 무선랜은
고정된 CST(carrier sense threshold)값을 사용하여 전송권한을 얻는 접속점을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경쟁
환경에서 고정 CST 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CST 와 CWS(contention window size)를 조절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화 하는 SON(self-organization network)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무선랜 방식과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지표 비교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이득을 보였다.

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offloading)시켜
셀룰러 망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의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IEEE 802.11 기반의 무선랜이 각광받고
있다 [1]. 다수의 개인과 사업자들이 경기장이나 쇼핑몰
같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지역에 접속점들을 점점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접속점들이
고밀도로 혼재하면서 자신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환경이 되었다 [2].
무선랜 장치들은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기반의
MAC(medium
access contro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 채널을
공유하고 있다. 각 무선랜 장치는 전송을 하기 전에
정해진 CST 와 수신 간섭 전력의 총합을 비교하여 전송
여부를 결정, 다른 장치와의 동시 전송으로 인한 충돌을
회피한다. 그런데 기존 무선랜 장치들은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고정된 CST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밀도
경쟁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IEEE 802.11ax 표준에서는 주변
환경에 따라 CST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경쟁 환경에서 고정 CST 로
동작하는 기존 무선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CST 와 CWS 값을 조절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화하는 SON 기법을 제안한다

Ⅱ. 본론
1. 시스템 모형
우리는 그림 1 과 같이 기존 접속점과 자가구성
접속점이 고밀도로 혼재되어 있는 경기장이나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를 고려한다. 각 접속점과 단말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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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의 밀도로 PPP(Poisson point process)를

따라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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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고 사용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접속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시점과 접속점 위치에서 MAC 프로토콜에 의해
전송 권한을 얻은 접속점들의 집합을 T 로 정의할 때
T ,  l , s 에 접속된 사용자

y 사이의

SINR
(signal-to-interference-plus-noise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  x, y 
SINR  x, y T  
.
N 0   x \ x P  x , y 

ratio)은

접속점 x 

(1)

T

여기서 P  x, y   Ph d  x, y 
x
y



로 P 는 공통 송신 전력,

d  x, y  와 h 는 각각 x 와 y 사이의 거리, 소규모
x
y

페이딩 (fading) 효과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 그리고
 는 경로 손실 지수이다.
모든 접속점들은 CSMA/CA 프로토콜을 따라 전송을
하기 전에 현재 무선채널의 BUSY/IDLE 상태를 확인한다.
DIFS(DCF inter-frame space)동안 접속점 x  의
수신 전력

Rx 가 CST 보다 작다면

0,Wx  사이( Wx 는

x 의 CWS)의 임의의 정수를 백오프 값으로 택하여
IDLE 한 기간 동안 백오프 값을 1 씩 감소시키며 해당

백오프 슬롯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0 이 되는 순간 전송을
시작한다.
기존 접속점 x l 은 IEEE 802.11 표준 [4]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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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여기서 평균은 각 접속점과 사용자의 위치,
소규모 페이딩에 대해서,  는 각 SINR 값에 해당하는
전송률을 맵핑(mapping) 해주는 함수이다.
SINR 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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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자가 구성 기법
기존 접속점은 경쟁하는 접속점들의 숫자와 같은 주변
네트워크 환경과 상관없이 고정된 CST 와 CWMin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접속점의 밀도가 증가하여 경쟁
접속점의 수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많은 충돌과 전송
실패가 발생하여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자가구성
접속점은 주변의 접속점들로부터 오는 수신 전력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수집하여 주변 경쟁 접속점들의
수를 계산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BEB 알고리즘의
CWMin  aN  b , CWMax  (CWMin  1)  26  1 로
설정한다. 여기서 N 은 경쟁 접속점의 수, a, b 는 실험을
통해 얻은 접속점의 전송량을 최대로 하는 상수이다.
또한 CST 를 높이거나 낮춰서 자신의 CSR (carrier
sense range) 반경 안에 경쟁 접속점들의 수를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다. 여기서 CSR 은 C x 로 정해지는 두
전송 접속점간의 최소 허용 거리이다. 저밀도 환경에서는
CST 값을 올려 전송 권한을 얻는 접속점의 수를
증가시키고 반대로 고밀도 환경에서는 충돌과 간섭으로
전송 실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CST 를 적절히 낮춰
네트워크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한다.
Ⅲ.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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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험을 위해 송신 전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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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설정하고 각 접속점의 총 밀도
범위에서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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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ASE(area spectral efficiency)  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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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접속점의 전송 실패 확률 POut 비교

MCS(modulation and coding scheme)에 정의된 SINR 의
최소 한계값이다. 그러면 접속점들이 분포하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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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 지표
전송권한을 얻은 접속점들이 SINR 값에 따라 완벽하게
변조 및 인코딩 하여 전송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임의의
접속점 x   의 평균전송량은 Rx  [  (SINR( x, y | T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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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접속점의 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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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우리는 위의 두 성능 지표를 통해서 접속점의 밀도가
점점 증가하여 고밀도 경쟁 환경이 되었을 때 제안하는
자가구성 기법을 사용하는 자가구성 접속점이 기존
접속점 대비 낮은 전송 실패확률과 높은 ASE 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경쟁 환경에서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정해진 값으로 동작하는 기존 무선랜 접속점과
접속점 주변의 경쟁자 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CST 와
CWS 값을 조절하는 자가 구성 접속점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네트워크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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