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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퀴터스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이 등장하였고, 그 중 무선랜은
쉬운 설치와 값싼 비용으로 인하여 가장 성공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점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사용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AP 배치와 무선랜의 성능 향상 기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 대부분이 TCP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선랜에서 TCP 연결
의 성능 향상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1 기반 무선랜에서
TCP 성능 향상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
시한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이 기존의 IEEE 802.11 DCF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증명한다.

제 1 장 서론
무선랜의 사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의 AP 가 서비스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는 제한되
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AP 배치 및 무선랜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8]. 대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경쟁 기반으로 동작하는 IEEE
802.11 DCF 를 사용할 경우, AP 로 향하는 업로드 트래
픽과 무선 단말로 향하는 다운로드 트래픽 사이의 불평
등(unfairness)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무선 네
트워크에 존재하는 무선 단말의 숫자만을 고려했을 경
우, N 개의 업링크 무선 단말과 하나의 AP 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CP 기반의 트래픽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TCP 플로우 컨트롤은 슬로우 스
타트(slow start)와 혼잡 회피(congestion avoidance),
두 단계로 구성된다. TCP 연결이 시작되면, 송신 측은
DATA 에 대한 ACK 을 받을 때 마다 자신의 혼잡 윈도우
(congestion window) 크기를 하나씩 늘리고, 수신 측의
수신 가능 윈도우(advertisement window) 와 자신의 혼
잡 윈도우 중 더 작은 것을 선택한다. 혼잡 윈도우 크
기가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slow start threshold)을
넘으면, 하나의 ACK 을 받을 때마다 크기가 `1/혼잡 윈
도우’만큼 늘어난다. 이런 윈도우 기반 혼잡 제어 방
식과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 제약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모델이 TCP 기반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
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IEEE 802.11
기반 무선랜 환경에서 업로딩 TCP 모델에 대한 기존 연
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된 모델에서 네트워크 성
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에서는 무
선랜 환경에서 TCP 기반 트래픽 모델링의 문제점에 지적
하고, 수정된 모델에서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하
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 장에서는 해당 알고리

즘을 위한 최적의 경쟁 노드 개수를 구하고, 이 결과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으로 4 장에서 본 논문을 마무리 짓는다.

제 2 장 본문
제 1 절. 문제 정의
IEEE 802.11 DCF 를 사용하는 무선랜 환경에서 최
적의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무선 단말의 수는 1 개
가 아니다. 무선 단말의 수가 1 개 이상이 되면 채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떨어지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쟁 회피를 위한 백오프
타임(backoff time)이 존재하기 때문에 1 개의 무선 단
말로는 최적의 성능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여러 무선
단말이 경쟁함으로써 백오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채널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너
무 많은 무선 단말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충돌로
인한 성능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
하는 무선 단말을 적절한 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TCP 업로딩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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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
그러나 TCP 기반 트래픽의 경우, 적절한 수의 무
선 단말을 배치하더라도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보이
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 현상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TCP 플로우 제어 방식이 윈도우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TCP 혼잡 윈도우가 슬
로우 스타트 임계값보다 커지게 되면, 하나의 ACK 을 받
을 때 마다 `1/혼잡 윈도우’만큼 커지게 되고, 결국
혼잡 윈도우가 하나 증가하기 위해서는 혼잡 윈도우 크
기만큼의 ACK 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
의 ACK 을 받은 경우에만 혼잡 윈도우가 하나 증가하게
되어 하나의 패킷을 더 보낼 수 있다. 그림 1 과 같은
TCP 업로딩 모델링에서 업링크를 사용하는 N 개의 무선
단말(TCP DATA)과 다운링크를 사용하는 하나의 AP(TCP
ACK)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기존 802.11 DCF 방식에
서는 각 단말이 동일한 확률로 채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링크와 다운링크 채널 사용 비율이 N:1 이 될
것이다. 즉, 업링크 TCP 데이터 패킷에 비하여 다운링
크 TCP ACK 패킷의 비율이 너무 작아 혼잡 윈도우가 늘
어 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
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TCP 혼잡 윈도우가 슬로우 스
타트 임계값보다 큰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ACK 을 받은
무선 단말 만이 무선 채널을 차지하려는 경쟁에 참여하
게 되고,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채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무선 단말의 수가 줄어 들게 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림 2 는 TCP 업로딩 모델에서 실제 무선 채널 획득을
위하여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effective mobile
terminal)의 비율을 보여 준다. 전체 무선 단말의 수와
는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2 개(AP + ACK 을 받은 무선 단
말)인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최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2. IEEE 802.11 DCF 상에서 경쟁 무선 노드 비율
제 2 절. 알고리즘

TCP 업로딩 모델에서 전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채널을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에 참여
하는 무선 단말의 수를 적절히 늘리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본 저자들이 제안하는 기법은 AP 에서 TCP ACK 패
킷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더 빨리 TCP 송신 측
에게 도착하도록 한다. 이 때 전송하는 TCP ACK 패킷의
개수를 통하여 무선 채널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 AP 에서 TCP ACK 패킷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부여하기 위해서 TCP ACK 패킷을 따로 관
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구현 시에는 TCP ACK
패킷만을 저장하는 큐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
을 통하여 TCP ACK 패킷을 따로 관리하면서 전송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먼저 802.11e 에서 사용하는 TXOP 를 적용할 수
있다. 즉, TCP ACK 패킷은 언제나 AP 큐에 쌓여 있을
것이므로 AP 가 TCP ACK 전송을 위한 채널을 획득한 경
우, TCP ACK 을 TXOP 기간 동안 원하는 개수만큼 보낼
수 있다. TCP ACK 을 여러 무선 단말이 받기 때문에 채
널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무선 단말의 수를 늘릴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802.11n 에서 채택이 유력시되는
프레임 통합(frame aggregation)을 사용할 수 있다. 즉,
TXOP 만큼 동안 보낼 여러 개의 TCP ACK 패킷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나로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다. 이 방식은 전송하는 패킷 사이의 SIFS 시간이나
MAC 헤더 등의 부가적인 오버헤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에 TXOP 를 활용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
다. 그러나 통합된 프레임이 충돌이나 채널 에러로 인
해 손실된다면 여러 개의 TCP 플로우가 성능 감소를 겪
게 되므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 에서 보여 주
듯이, AP 에서 TCP ACK 패킷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것
이다. TCP ACK 패킷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채
널 경쟁을 할 때 TCP ACK 패킷인 경우는 백오프 카운터
로 0 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상 모든 단말이
보낼 패킷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무선 단말이 성공적으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 직후에
자신의 백오프 카운터가 0 인 다른 단말이 존재할 가능
성은 매우 낮다. 만약 백오프 카운터가 0 인 다른 단말
이 존재한다면 이전 전송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전송 후 채널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을 시작할 때, AP 가 백오프 카운
터로 0 을 선택한다면 높은 확률로 패킷을 성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새롭게 패킷을 전송하는
무선 단말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무선 단말이
TCP ACK 을 받아서 혼잡 윈도우가 하나 증가한 상황이라
면, 이 단말은 이제 데이터 패킷을 하나 더 보낼 수 있
기 때문에 AP 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충돌 확률
은 최대 1/32 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는 않는다.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채널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들의 숫자를 원하는 만큼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채널 경
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의 수가 적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전체 네트워크 상황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경쟁 노드 개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다음 장은 본 저
자들이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는 4 개 인데, AP 도 채널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려
하면 TCP 연결이 3 개인 경우에 최대값을 보이는 것은
이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 장 성능 평가
제 1 절. 실험 환경
TCP 업로딩 모델을 실험하기 위하여 하나의 AP 와
하나의 유선 단말을 연결하고, 그 유선 단말 뒤에 업로
딩 할 서버에 해당하는 유선 단말들을 위치시켰다. 즉,
무선 단말 수만큼의 업로딩 서버에 해당하는 유선 단말
들이 존재하고, 유∙ 무선 단말 한 쌍이 하나의 TCP 연
결을 생성하게 된다. 무선 단말은 서버로 동작하는 유
선 단말로 FTP 트래픽을 생성하게 된다. 실험은 TCP 플
로우 수에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알아본다. 모의 실험 시간은 100 초이고, 20
초부터 100 초 사이의 굿풋(goodput)을 측정하였다. 실
험에서는 RTS/CTS 는 사용하지 않았고, 802.11b 환경에
서 진행하였다. TCP 패킷의 길이는 1024 바이트이며 유
선 링크는 모두 100(Mbps), 5(ms)로 설정하였다. TCP
업로딩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은 앞에서 제
시한 AP 에서 TCP ACK 패킷에 우선 순위를 주는 방식으
로, AP 가 TCP ACK 패킷에 대하여 백오프 카운터로 0 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림 4. 패킷 길이에 따른 최적 단말의 수

제 2 절.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앞서 우리는 패킷 길이에 따라서 최적
의 전체 네트워크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무선 단말의
수를 구하였다. 그림 4 는 [2]의 기존 분석을 바탕으로
패킷 길이에 따른 최적 단말의 수를 구한 것이다.
RTS/CTS 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7 개 정도의 무선 단
말이 경쟁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RTS/CTS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패
킷 길이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RTS/CTS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packet 길이가 길어질
수록 충돌에 따른 낭비되는 시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단말의 수도 점차 줄어든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패킷 길이가 1024 바
이트일 때를 보면, 약 4 개의 무선 단말이 경쟁할 때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는 TCP 연결 개수를 1 부터 40 까지 늘리면
서 기존의 IEEE 802.11 DCF 를 사용했을 때의 전체 네트
워크 굿풋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의 전체 네트워크 굿풋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굿풋이 정점을 나타내는 지점은 전
체 세션의 수가 3 개인 지점임을 알 수 있다. IEEE
802.11 DCF 에서는 거의 굿풋이 일정한 것에 비하여 제
안된 메커니즘에서 굿풋이 향상된 지점이 생기는 것은
채널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의 수가 최적인 경우라
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1024 바이트 크기의 패킷을
사용하는 경우,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무선 단말의 수

그림 5. TCP 연결 수에 따른 굿풋
그림 6 는 TCP 연결의 수가 10 개, 20 개, 40 개일
때 실제 무선 채널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의 비율
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로부터 실제 경쟁 단말의 수가
전체 TCP 연결의 수와 같은 경우가 절반 가량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의 결과와는 상당히 대조적인데,
IEEE 802.11 DCF 상에서 실제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
말의 개수가 2 였던 경우가 주류였던 것에 반해, TCP
ACK 패킷에 우선 순위를 줌으로써 경쟁에 참여하는 단
말의 수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무선 채널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단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돌로 인한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TCP 연결이 10 보다 큰
경우에는 굿풋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선
단말의 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CP ACK 패킷이 항상 우선 순위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6] D.J. Leith and P. Clifford, “Using the 802.11e
EDCF to Achieve TCP Upload Fairness over WLAN
Links,” In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deling and Optimization in Mobile, Ad Hoc, and
Wireless Networks (WiOpt'05), Riva del Garda,
Trentino, Italy, April 3-7, 2005.
[7] Sunwoong Choi, Kihong Park, Chong-kwon Kim,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WLANs:
Revisited,” ACM Sigmetrics, June 2005.

그림 6. 제안된 알고리즘 상에서 경쟁 무선 노드 비율

제 4 장 결론
앞에서 우리는 TCP 업로딩 모델에서 성능
(goodput)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TCP 의 경우, IEEE 802.11 무선랜 환경에서는 윈도우 기
반 플로우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네트
워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정 수준 이
상의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무선랜 환경에서 TCP 업로딩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채널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말의 수를 늘릴 수 있
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최적화된 알
고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채널 경쟁에 참여하는 무선 단
말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네트워크 상황
이 악화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는 언제나
TCP ACK 패킷에게 우선 순위를 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
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경쟁에 참여하는 적
정 수준의 무선 단말의 수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개
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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