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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EEE 802.11 프로토콜은 다수의 단말이 같은 채널에서 하나의 AP 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처리량 (throughput)의 감소가 나타나는 scalability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IEEE 802.11 DCF
에서의 과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Virtual Multiple Basic Service Set (VMBSS)를 제안한다.
VMBSS 에서는 하나의 물리적인 AP 가 가상의 Basic Service Set (BSS)을 여러 개 만들어 같은 충돌
도메인 내에서 많은 단말이 동시에 경쟁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 또한 AP 는 가상의 BSS 에
적절한 타임슬롯을 할당함으로써 QoS 레벨을 설정해 BSS 단위로 QoS 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NS-2 를 이용하여 전체 패킷 처리량의 증가와 패킷 충돌률이 감소하는 등 향상된 검증 결과를
보였다.

Ⅰ. Introduction
IEEE 802.11 에서의 scalability 와 QoS 지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왔다.
IEEE 802.11 DCF[1] 에서 모든 단말이 경쟁적으로
무선 자원을 사용 할 때, 충돌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binary exponential back-off 를 사용한다. 이는
경쟁 단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말의 채널
대기시간이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다수의
단말이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부하 상황에서는
처리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6].
본 논문에서는 과부하 상황에서 하나의 AP 의 BSS
환경에서 scalability 와 QoS 를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IEEE 802.11v [3]에서 제안된 Virtual AP 의
개념을 이용한 통합 솔루션인 Virtual Multiple Basic
Service Set (VMBSS)를 제안한다. VMBSS 에서
하나의 물리 AP 는 다수의 가상 Basic Service Set
(BSS)을 만든다. 이 때,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가상
BSS 만이 활성화되고, 해당 BSS 내의 단말 만이
경쟁에 참여하므로 과부하 상황에서 경쟁 단말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불필요한 채널 대기
시간의 증가가 줄어들어 네트워크의 scalability 를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QoS 를 요구하는
단말을 그룹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가상
BSS 의 활성화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IEEE 802.11e
HCF-Controlled
Channel
Access
(HCCA)
[2][4][5]의 CFP(Contention Free Period)와 비슷한
수준의 QoS 를 지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NS-2 를 이용하여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처리량의 향상과
함께 충돌 확률의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Design Principles of VMBSS
VMBSS 에서는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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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가상 BSS 생성: AP 는 VMBSS 를 만들기
위해 가상의 BSS 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각
그룹마다 ID 를 부여한다.
• 스케쥴링: 한 시점에서는 여러 가상 BSS 중 하나의
BSS 만 활성화되어야 하며, 활성화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 BSS 내의 단말은 데이터 전송을 멈춘다. AP 는
각 그룹에 속한 단말에게 활성화 기간과 비활성화
기간을 beacon frame 을 통해 알려준다.
• QoS 를 고려한 그룹 관리: AP 는 각각의 가상
BSS 의 QoS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활성화 기간 및
주기를 결정하고, 또한 각 그룹 내 단말 수를
조절한다.
AP 는 다음과 같이 그룹간의 무선 자원 스케쥴링은
지원한다. AP 는 beacon interval 동안 무선 자원을 사

각 단말에서 AP 를 향한 1Mbps 의 트래픽 (CBR)을
생성하였으며, 단말의 수는 1 개에서부터 100 개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ure 1 은 각 기법의 처리량 결과를 보여준다.
AP 에 등록된 단말의 수가 증가하여 어느 정도 수에
도달하면 성능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감소하게
되는데 다른 기법에 비해 VMBSS 에서는 감소하는
정도가 작았으며 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Figure
2 는 패킷 충돌률을 보여준다. VMBSS 의 패킷
충돌률은 RTS/CTS 를 사용한 IEEE 802.11 보다
작거나 같았으며 802.11 보다는 최대 25% 낮았다.
제안한 VMBSS 는 적은 수의 패킷 충돌을
발생시키면서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AP 의
scalability 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Ⅳ. Conclusion and Future work

Figure 1. Throughput in light traffic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BSS 를 이용하여 더 많은
수의 단말을 수용할 수 있는 Virtual Multiple Basic
Service Set(VMBSS)를 제안하였다. VMBSS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IEEE802.11,
그리고
RTS/CTS 를 사용한 IEEE802.11 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여기서 처리량과 패킷
충돌률 면에서 VMBBS 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QoS 인식 가능한 스케쥴링 방법과
처리량을 올릴 수 있도록 플로우 정보를 이용한 로드
셰어링 등의 기법을 찾는 작업을 수행 할 예정이다.

Figure 2. Collision rate in light traffic
용할 그룹을 beacon frame에 명시해서 브로드캐스트
1
한다 . 단말은 beacon frame을 받아보고 자신의 그룹
ID가 beacon frame에 명시되어 있으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eacon frame에
명시된 duration만큼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된다.
AP 는 또한 동적으로 그룹에 속한 단말의 수를
조절한다. 각 그룹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단말 수의
임계치를 가지며, AP 는 한 그룹 내의 단말수가
임계값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새로운 그룹 ID 를
할당해 단말에게 부여한다. 반대로 그룹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AP 는 그룹의 수를 줄이고 그룹의 변동이
있는 단말에게 beacon frame 을 통해 공지한다.
Ⅲ. Simulation Results and Analysis
NS-2 2.33 에 VMBSS 를 구현하여 (RTS/CTS 를
사용하지 않는) 802.11 basic access mode 와 802.11
RTS/CTS mode 와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전파 지연과 노드의 배치에 따른 효과를
무시하고, back-off 카운터의 영향만을 받게 하기
위하여 AP 와 모든 단말을 모두 한 점에 배치하였다.
1

VMBSS 를 위해서는 기존 IEEE 802.11 DCF 의
beacon frame header 에 그룹 ID 와 duration 필드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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