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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단말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선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환경에서 스캐닝(scanning)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

(air occupancy ratio)와 접속 지연 시간(association delay)을 감소시키는 

스캐닝 방식을 제안한다. 단말이 밀집되어 있는 무선 LAN 환경에서 기존 스

캐닝 방식은 상당한 양의 스캐닝 전파 점유도를 차지하며 접속 지연 또한 유

발한다. 기존 스캐닝 방식을 사용했을 때 스캐닝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이 

상당한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프로브 응답(probe response)이 유니캐스트

(unicast)로 전송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단말이 프로브 응답에 대해

서 ACK (acknowledgement)으로 응답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의 스캐닝 전파 점유도와 스캐닝 지연 시간을 분

석하고, 스캐닝 전파 점유도와 스캐닝 지연 시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3가지의 AP 스캐닝 방식을 제안한다.  

첫째, 프로브 요청(probe request)의 수신 신호 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가 문턱 값보다 높을 경우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

캐스트로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broadcast probe response 

(BPRP)) 기법을 제안한다.  

둘째, 프로브 요청의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높고 프로브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내에 비콘(beacon)이 보내진다면 브로드캐스트 프

로브 응답을 생략하는 선택적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생략(selective 

broadcast probe response omission (SBO)) 방식을 제안한다.  

셋째,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들의 수를 추정하여 미니 비콘을 비콘과 비

콘 사이에 한 개 이상 보내는 적응적 미니 비콘 주기(mini beac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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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 (mBPA) 기법을 제안한다.  

모의 실험을 통하여 BPRP 기법이 접속 지연과 스캐닝의 전파 점유도 면

에서 기존 스캐닝 방식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이며, SBO 기법은 스캐닝 전파 

점유도 면에서 기존 스캐닝 방식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BPRP와 mBPA 기법을 결합하거나 SBO와 mBPA 기법을 결합하

여 스캐닝을 한다면 스캐닝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 시간 면에서 더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스캐닝, 전파 점유도 감소, 접속 지연 시간 감소 

학  번 : 201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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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에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는 단말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지하철 같

은 곳에는 상당한 수의 단말들이 몰려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 열차 안에 

AP(access point)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일 열차 안의 AP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차를 내리는 경우, 열차 밖의 AP에 접속하기 위해 스캐닝

(scanning)을 시도하게 된다. 이 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리는 경

우에는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air occupancy ratio)인 스캐닝 

전파 점유도가 상당하며, 한 AP에 접속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접속 지연

(association delay)도 길어진다. 단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가 상당하여 문제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1]에서는 도쿄역과 같이 단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스캐닝을 위하여 

사용되는 프레임인 비콘(beacon)과 프로브(probe) 요청, 그리고 프로브 응답

이 전체 전파 점유도 중 각각 7%, 3%, 15%를 차지하여 스캐닝 전파 점유도

가 전체 중 25%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가 증가한다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

용되는 전파 자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접속 지연이 길어지면 그만

큼 AP에게 늦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캐닝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을 줄이는 것은 IEEE 802.11ai 표준으로 진행되는 등 중요한 관심

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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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캐닝 전파 점유도가 높은 이유는 프로브 

응답(probe response)이 유니캐스트(unicast)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단말들이 밀집되어 있어 프로브 요청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 전송된다면 

AP는 각각의 프로브 요청에 대해서 같은 정보를 전송함에도 불구하고 각 단

말의 프로브 요청 각각에 대해서 프로브 응답을 보내주어야 하므로 스캐닝 전

파 점유도는 상당해진다. 만약 AP가 다수 존재 하는 상황이라면 프로브 요청

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로 전송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브 요청에 대해 

다수 개의 프로브 응답이 발생하여 스캐닝 전파 점유도가 상당량을 차지한다. 

또한 유니캐스트로 보내지는 프로브 응답에 대해 단말은 

ACK(acknowledgement)을 전송해야 하는데, 채널 환경이 좋다면 ACK은 

오버헤드(overhead)가 되어 스캐닝 전파 점유도를 높이는 결과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에서의 전파 점유도와 스캐닝 지연 시간을 

분석하고, 스캐닝 전파 점유도를 줄이기 위한 AP 스캐닝 방식 세가지를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RSSI)가 문턱 값보다 높을 경우에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broadcast probe response: BPRP) 기

법을 제안한다. 둘째, 프로브 요청의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높고 프로브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내에 비콘이 보내진다면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는 선택적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생략 (selective 

broadcast probe response omission: SBO) 기법을 제안한다. 셋째, 스캐닝

을 시도하는 단말들의 수를 추정하여 비콘 주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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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응적 미니 비콘 주기(mini beacon period adaptation: mBPA)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3 장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을 설명, 분석한다. 4장

에서는 스캐닝 제안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5 장에서는 모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6 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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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AP가 N 개 존재하며 단말은 M 개가 존재하며 단말이 도

착하는 시간은 포아송 분포에 따라 도착하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그림 1은 시

스템 모델을 표현한 것이다. AP와 단말들은 가로 30 m, 세로 30 m 안에 존

재하며 AP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여 있으며 단말들은 정사각형에 무작

위의 점에 위치해 있다.  

스캐닝에 성공한 경우는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큰 비콘이나 프로

브 응답 중 하나를 받았을 때라고 고려한다. 스캐닝 지연 시간은 단말이 도착

하고 나서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큰 프로브 응답이나 비콘을 받기까

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접속 지연 시간은 단말이 도착하고 나서 접속 

응답(association response)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스캐닝 전파 점유도는 전체 시간 중에 스캐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

이라고 정의한다. 

그림 2는 스캐닝 지연 시간에 대한 그림이며, 그림 2에서 프로브 요청, 프

로브 응답, ACK, 그리고 비콘은 각각 PRQ, PRP, ACK, BEACON으로 표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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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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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S

1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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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캐닝 지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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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을 할 때 비콘을 수신한 것과 프로브 응답을 수신한 것은 AP를 찾

는다는 면에서 같은 효과를 지닌다. 그러므로 그림 1에서 단말 1의 스캐닝 지

연 시간은 단말 1이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프로브 응답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

인 
1DT 이 스캐닝 지연 시간이며 단말 2의 스캐닝 지연 시간은 단말 2가 도착

한 시간으로부터 비콘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인 
2DT 이 스캐닝 지연 시간이다. 

그림 3은 스캐닝 전파 점유도를 표현한 것인데, 전파 점유도는 전체 시간 

중에 스캐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이라고 정의한다. 스캐닝을 위해

서 사용하는 시간을 차지하는 프레임은 비콘, 프로브 요청, 프로브 응답, 그리

고 ACK이 있다. 그림 3에서 시스템에서 스캐닝 전파 점유도는 프로브 요청

에 사용된 시간인 
1PRQT , 

2PRQT , 
1PRPT , ACKT , BeaconT 의 합을 전체 시간인 TotalT

으로 나눈 값, 1 2 1PRQ PRQ PRP ACK Beacon

Total

T T T T T

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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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캐닝 전파 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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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존 스캐닝 방식 

 

3.1. 기존 스캐닝 방식 

스캐닝의 방식에는 수동적 스캐닝(passive scanning)과 능동적 스캐닝

(active scanning)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수동적 스캐닝은 프로브 요청을 보

내지 않고 비콘을 받아서 스캐닝을 하는 방식이며, 능동적 스캐닝은 비콘을 

받거나 프로브 요청을 보내어 프로브 응답을 받아 스캐닝을 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콘을 받는 것과 프로브 응답을 받는 것은 스캐닝 관

점에서 같은 효과를 지닌다. 

기존 스캐닝 방식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수동적 스캐닝 방식과 능동적 스캐

닝 방식의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림 4는 기존 스캐닝 방식을 표현한 것

인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단말은 먼저 한 채널을 점유하여 AP를 찾기 위

해 pT 동안 수동적 스캐닝을 하고, pT 동안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큰 

비콘이나 브로드캐스트로 전송되는 프로브 응답을 수신하면, 프로브 요청을 

생략하며 스캐닝을 끝낸다. 만약 pT 안에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큰 비

콘이나 브로드캐스트로 전송되는 프로브 응답을 수신하지 못했다면 프로브 요

청을 전송하며 능동적 스캐닝을 한다. AP는 프로브 요청을 받고 유니캐스트

로 프로브 응답을 보낸다. 단말은 프로브 응답을 받고 SIFS(short inter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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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AP

단말 도착 시각

pT
PRQ ACK

Unicast

PRP

SIFSDIFS
 

그림 4. 기존 스캐닝 방식. 

 

space) 이후 ACK을 전송한다. 

 

3.2. 기존 스캐닝 방식 분석 

본 절에서는 AP는 하나가 존재하며 단말이 포아송 분포에 따라서 도착한

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스캐닝 방식의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과 전파 점유도

를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존 스캐닝 방식에서 AP의 비콘 주기와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 단위 시간당 단말이 들어오는 수에 따라서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과 평균 전파 점유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평균 스캐닝 지

연 시간과 평균 전파 점유도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3.2.1. 기존 스캐닝 방식의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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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의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을 분석한다. 먼저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단말이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프로브 응답을 듣기까

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한다. pT 는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고 T 는 

비콘 주기, aT 는 프로브 요청을 보내고 프로브 응답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며 이 값은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인  에 

따라 달라진다.  가 커질 수록 채널을 점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

로 aT  또한 커진다. 위와 같이 가정한다면 스캐닝 방식의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 ),0
2( , )

,
2

p p p

p a p

p

p

T T T T
T T T T

T TD T T
T

T T


     

 
 


                       (3.1)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3.1)과 같이 pT 가 0과 T 사이에 있을 때와 pT

가 T 보다 큰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pT 가 0과 T 사이에 있을 

때는 수동적 스캐닝과 능동적 스캐닝 모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콘 혹은 

프로브 응답을 받아 스캐닝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또한 pT 가 T 보다 큰 경우

에는 수동적 스캐닝만 존재하므로 비콘을 받아야 스캐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pT 가 0과 T 사이에 있는 경우에서의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비콘을 받아 스캐닝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과 프로브 응답을 받

아 스캐닝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을 합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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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가 T 보다 큰 경우의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비콘을 받아 스캐닝에 성공

하기까지의 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단말은 포아송 분포에 따라서 도착하므로 pT 가 0과 T 사이에 있는 경우에 

비콘으로 스캐닝에 성공할 확률은 
pT

T
이며 비콘을 듣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은 
2

T
이다. 또한 프로브 응답을 받아 스캐닝에 성공할 확률은 

pT T

T


이며 스

캐닝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p aT T 이다. 그러므로 pT 가 0과 T 사이

에 있는 경우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 )
2

p p p

p a

T T T T
T T

T T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pT 가 T 보다 큰 경우에서는 비콘으로 스캐닝에 성공할 확률은 1이며 비콘

을 듣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2

T
이다. 그러므로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2

T
로 표현할 수 있다. 

식 (3.1)을 pT 에 따라서 스캐닝 지연 시간을 분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pT

가 0과 T 사이에 있다면 pT 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이 길

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

질수록 스캐닝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보

이는 것은 단말이 도착한 후에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프로브 요청을 보내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프로브 응답 또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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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이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pT 보다 T 가 클 때에는 pT 와 상관 

없이 고정된 스캐닝 지연 값 
2

T
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미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비콘 주기보다 길기 때문에 항상 수동적 스캐닝을 하게 

되므로 pT 와 상관 없이 고정된 값을 가진다. 

T 에 따라서 스캐닝 지연 시간을 분석하면 T 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스

캐닝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콘 주기가 길어질수록 

스캐닝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

은 비콘 주기가 길어지면 비콘으로 스캐닝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게 

되므로 스캐닝 지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에 따라서 스캐닝 지연 시간을 분석하면  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스

캐닝 지연 시간도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 증가하면 채널을 점유하

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따라서 aT 값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3.2.2. 기존 스캐닝 방식의 평균 전파 점유도 분석 

본 절에서는 평균 전파 점유도에 대해서 분석한다. 평균 전파 점유도는 전

체 시간 중 스캐닝을 위하여 전파를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이다. BT 는 비콘이 

전파를 점유하는 시간이며,  는 단위 시간당 단말이 도착하는 수라고 할 때 

기존 스캐닝 방식의 평균 스캐닝 전파 점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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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pB
a p

p

B
p

T TT
T T T

T TA T T
T

T T
T




    
 
 


                              (3.2)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평균 전파 점유도는 식 (3.2)와 같이 pT 가 0과 T 사이에 있을 때와 pT 가 

T 보다 큰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pT 가 0과 T 사이에 있을 때는 

수동적 스캐닝과 능동적 스캐닝 모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비콘 혹은 프로브 

응답을 받아 스캐닝에 성공을 할 수 있다. 또한 pT 가 T 보다 큰 경우에는 수

동적 스캐닝만 존재하므로 비콘을 받아야 스캐닝에 성공할 수 있다. 

pT 가 0과 T 사이에 있을 때의 경우 전파 점유도는 비콘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와 프로브 응답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의 합으로 표현된다. 

비콘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는 위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BT

T
이고, 프로

브 응답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는 프로브 응답을 들어 스캐닝에 성공할 

확률과 프로브 응답을 위해 전파를 사용하는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프로브 응답을 들어 스캐닝에 성공할 확률은 
pT T

T


로 표현할 수 있으며, 프

로브 응답을 위해 전파를 사용하는 시간은 aT  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프로

브 응답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는 
p

a

T T
T

T



  로 표현 된다. 그러므로 

T 가 pT 보다 클 경우의 전파 점유도는 
pB

a

T TT
T

T T



   로 표현 된다. 

pT 가 T 보다 큰 경우 스캐닝을 위해 비콘만 사용되므로 전파 점유도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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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을 보냈을 때 전파를 점유하는 시간을 비콘 한 주기로 나눈 값인 BT

T
로 표

현할 수 있다.  

식 (3.2)를 T 에 따라서 전파 점유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pT 와  가 

고정되어있고 T 가 pT 보다 작을 경우, 비콘 주기 T 가 길어질 때 전파 점유도

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콘 주기가 길어지면 비콘이 덜 자주 보

내지므로 비콘이 전파 점유도를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T 가 pT 보다 작을 경우, B p aT T T    이 0보다 크다면 비콘 주기 T

가 길어질 때 전파 점유도가 감소하며, B p aT T T    이 0보다 작으면 비콘 주

기 T 가 길어질 때 전파 점유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를 해석

하면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인  가 작을 때는 비콘을 적

게 보내는 것이 전파 점유도 면에서 이득이고,  가 클 때는 비콘을 많이 보

내어 단말들이 수동적 스캐닝을 할 때 스캐닝에 성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

파 점유도 면에서 이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pT 에 따라서 전파 점유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 와 가 고정

되어 있고 pT 가 증가할 때 전파 점유도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pT 가 증가하면 단말이 도착하고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 동안 비콘을 수신할 확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프로브 요청과 프로브 응답이 생략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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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에 따라서 전파 점유도를 분석하면, T 와 pT 가 고정되어 있

고 단말이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위해 시도하는 단말의 수 가 커질 때 전파 

점유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 커진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프로브 

요청과 프로브 응답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파 점유도가 증

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3.2.3. 평균 스캐닝 지연시간과 평균 전파 점유도 간의 관계 

 가 작다면 비콘 주기인 T 의 관점에서 평균 스캐닝 지연시간과 평균 전

파 점유도를 살펴 보면, T 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증가하

지만 평균 전파 점유도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콘 주기 T 를 

증가 시키는 것은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길게 만들지만 평균 전파 점유도

는 줄어들게 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인 pT 의 관점에서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과 평

균 전파 점유도를 살펴보면 pT 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증

가하지만 평균 전파 점유도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pT 를 증가 

시키는 것은 평균 스캐닝 지연 시간은 길게 만들지만 평균 전파 점유도는 줄

어들게 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스캐닝 방법에서는 유니캐스트로 프로브 응답이 전송되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단말에게 ACK을 받는다. 또한 비콘 주기를 더 짧게 하거나 스캐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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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미니 비콘(mini beacon)을 보내줄 수 없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프로브 응답이 유니캐스트로 전송되기 때문에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들이 많다면 각각의 프로브 요청에 대해 프로브 응

답을 전송해 주어야 하며 단말에게 다시 ACK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므로 기

존 스캐닝 방식에서는 스캐닝이 상당한 량의 전파 점유도를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이야기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세가

지 기법을 제안한다. 첫째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기법이며, 두째는 선

택적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생략 기법, 셋째는 적응적 미니 비콘 주기 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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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스캐닝 기법 

3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스캐닝 기법은 상당한 량의 전파 점유도를 차지

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전파 점유도를 상당량 차지하는 기존 스캐닝 기

법을 보완하는 세가지 스캐닝 기법을 제안한다. 

 

4.1.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기법(BPRP) 

본 절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broadcast probe response: BPRP)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 5는 

BPRP 기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5에서 표현하였듯이 

BPRP 기법은 AP가 수신한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에 따라서 프로

브 응답을 유니캐스트로 전송할지,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할지 결정한다. 만약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높으면 프로브 응답의 MAC 

주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설정하여 전송한다. 그림 6은 이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

다 낮으면 기존 스캐닝 방식과 같이 프로브 응답을 MAC 주소에 프로브 요

청을 보낸 단말의 MAC 주소를 설정하여 전송한다. 그러므로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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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요청을 받았는가?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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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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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을 받았는가?

 

그림 5. BPRP 기법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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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PRP 기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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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낮으면 유니캐스트 프로브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단말에게 ACK을 받는다. 

BPRP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생략할 수 있는 프레임은 세가지는 프로브 요

청, 프로브 응답, ACK이다. 이 세가지를 생략함으로 인해 전파 점유도와 스캐

닝 지연 시간 모두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다른 프로브 요청의 응답이었던 브

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으로 인해 다른 단말이 스캐닝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림 7은 BPRP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프로브 요청을 생략하게 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단말 2가 수동적 스캐닝을 하고 있을 때, 단말 1의 프로브 요

청에 대한 응답인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듣는다면 단말 2가 스캐닝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브 응답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AP가 보내야 했

던 프로브 응답 또한 생략한다. 

BPRP 기법과 같이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하는 방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 IEEE 802.11ai의 기고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기고문들

에서는 단말의 프로브 요청이 일정 시간 안에 연속해서 두 개가 올 때 AP가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응답하는 방법도 있고, 단말이 프로브 요청 안

에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해달라고 명시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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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프로브 요청이 생략되는 예 

 

하지만 기고문에서 언급하는 방법과 다르게 본 논문에서는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하는 경우는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가 패킷 오류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턱값 이상일 때로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이와 같

은 기준을 정한 이유는 채널의 호혜성에 의해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

가 문턱값 이상이라면 프로브 응답 또한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값 이상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세기가 문턱 

값 이상이면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며 단말은 프로브 응답을 단

말이 잘 받았는지를 AP에게 알려주기 위해 ACK을 전송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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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선택적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생략 (SBO) 

 

두 번째 제안 기법인 SBO(selective broadcast probe response 

omission) 기법은 선택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는 기법이

며 그림 8은 SBO 기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이다. SBO 기법은 단말이 

프로브 요청을 통해서 max-waiting-time 이내에만 스캐닝을 성공하면 된다

는 것을 알려주어, AP가 프로브 요청과 비콘 간의 시간 차이가 max-

waiting-time 이내라면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고, 그렇지 않으

면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보내는 기법이다. 그림 9는 브로드캐스트 프

로브 응답이 선택적으로 생략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SBO 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이 선

택적으로 생략된다는 것에 있다.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이 생략됨으로 인

해서 전파 점유도를 줄일 수 있다. 반면에, SBO 기법은 접속 지연이 길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접속 지연이 길어지는 이유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이 

보내질 시점보다 비콘이 보내지는 시점이 더 늦기 때문이다. 

 



 - 22 - 

시작

프로브 요청을 기다린다

유니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전송하고 ACK을 기다린다

예

예 아니오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전송한다

프로브 응답을 생략한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프로브 요청을 
받았는가?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값보다 

높은가?

아니오

프로브 요청을 받은 시점과 (작은) 비콘 
혹은 프로브 응답을 보낼 시점과의 시간 
차이가 max-waiting-time보다 큰가?

유니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전송한 후 time out 

이내에 ACK을 받았는가?

 

그림 8. SBO 기법의 알고리즘. 



 - 23 - 

단말

AP

단말 도착

pT
PRQ

RSSI Th

max-waiting-time

BPRP BEACON

 

그림 9. SBO 기법의 예. 

 

SBO 기법과 같이 선택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선택적으로 생

략하는 기법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인 IEEE 802.11ai의 기고문에서

도 언급되고 있다. 기고문들에서는 프로브 요청과 비콘 간의 시간 차이가 특

정 값 이내라면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기고문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지만 브로드

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수신 신호 세기에 따라 결정된 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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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적응적 미니 비콘 주기(Mini Beacon Period 

Adaptation: mBPA) 

mBPA는 추정된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를 기반으로 

하여 비콘과 비콘 사이에 스캐닝을 도와주는 미니 비콘의 개수를 적응적으로 

바꾸어 보내는 기법이다. mBPA는 그림 10은 mBPA 기법이 필요한 경우를 

나타내는데, 그림과 같이 단말이 밀집하여 도착하는 경우에 브로드캐스트 프

로브 응답을 보내지만 프로브 요청을 생략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한 기법이

다. 비콘을 수신하는 것과 프로브 응답을 수신하는 것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link attempt rate)가 많

을 경우 비콘과 비콘 사이에 전송하는 미니 비콘 수를 많게, 초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가 적을 경우 비콘과 비콘 사이에 전송하는 미니 비콘 수

를 적게 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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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BPA 기법이 필요한 경우의 예. 

 

미니 비콘 주기를 적응적으로 바꾸려면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를 추정해야 한다.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 추정

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 당 수신한 프로브 요청의 수( PRQ

kN ), 단위 시간 

당 전송하는 비콘 혹은 미니 비콘 수( Beacon

kN ), 단위 시간 당 전송하는 브로드

캐스트 프로브 응답의 수( BPRP

kN ),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 pT )을 알아야 

한다. 먼저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는 단위 시간당 수신한 

프로브 요청의 개수와 동일하지 않은데, 이는 비콘이나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에 의해 생략되는 프로브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콘이나 브로

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에 의해 생략된 프로브 요청의 수를 역산해주어야 한다. 

생략된 프로브 요청의 수는 단위 시간당 전송하는 비콘 혹은 미니 비콘 수, 

전송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의 수를 기반으로 구할 수 있다. 프로브 

요청이 생략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는 단위 시간 당 전송되는 비콘 혹은 미니 

비콘,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의 수를 합한 값에 수동적 스캐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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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for

      

    end for

3:                                동안 들어온 프로브 요청의 개수

4:                                동안 보낸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의 개수

5:                                동안 보낸 (작은) 비콘의 개수
6: if                                             , then 

7: else

8: k←k+1

9: 6번으로 돌아간다.

102.4 , 1, (0,1)T ms k   

0 :i n
102.4it i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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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BPRP Beacon

k k pT N N T ms   

(1 ) 10est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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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 est PRQ

k BPRP Beacon

k k p

T
N

T N N T
        

  

1[ , )k kt t

1[ , )k kt t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 추정 알고리즘

 

그림 11.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 추정 알고리즘. 

 

하는 시간을 곱한 것( ( )BPRP Beacon

k k pN N T  )만큼이라고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동안 비콘 혹은 미니 비콘, 브로드캐스

트 프로브 응답을 수신한다면 프로브 요청을 생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

위 시간에서 ( )BPRP Beacon

k k pN N T  의 시간 동안 생략되었다고 추정된 프로브 

요청의 수와 수신한 프로브 요청의 수를 더하여 단위 시간당 스캐닝에 시도하

는 단말의 수라고 추정한다.  

그림 11은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알

고리즘이다. 그림 11의 알고리즘의 6번에서 ( )BPRP Beacon

k k pN N T  가 10ms 보다 

작을 경우에는102.4ms  당 10명의 단말이 스캐닝에 시도한다고 판단한다. 이

는 102.4ms  당 10명이 102.4ms  당 스캐닝에 시도하는 최대 단말의 수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 )BPRP Beacon

k k pN N T   가 10ms 보다 클 경우 100ms

동안 수신한 프로브 요청의 개수에 102.4ms 동안 전송하는 비콘 혹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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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 브로드캐스트 프로브의 수에 따라 스캐닝에 시도하는 단말의 수를 추정

한다.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 est )를 얻어내고 그 값을 기

반으로 비콘과 비콘 사이에 보낼 미니 비콘 개수를 적응적으로 바꾼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est 가 많을 경우 비콘과 비콘 사이에 전송하는 미니 비콘 

수를 많이 전송하고, est 가 적을 경우 비콘과 비콘 사이에 미니 비콘을 적게 

전송한다. 

mBPA 기법은 위에서 제안한 BPRP 기법과 SBO 기법과 결합하여 사용한

다. mBPA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AP의 수, 단위 시간 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 그리고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전파 점유도를 모의 

실험으로 값을 얻고, 그 얻은 값에 따라 표를 만든다. 그리고 est 에 따라 전

파 점유도를 최소화하는 미니 비콘 주기를 선택한다. 

그림 12는 AP의 수,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  에 따른 전파 점유도

에 대한 표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미니 비콘 주기를 적응적으로 바

꾸는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에서 BI는 미니 비콘과 비콘의 주기

이다. 비콘의 주기는 항상 102.4 ms이기 때문에 BI가 102.4 ms이면 비콘 사

이에 미니 비콘을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BI가 51.2 ms이면 비콘 사이 정

가운데에 1개의 미니 비콘을, 33.3 ms이면 비콘 사이에 등 간격으로 2개, BI

가 25.6 ms이면 비콘 사이에 등 간격으로 미니 비콘을 3개 보낸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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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비콘 주기를 적응적으로 바꾸는 알고리즘

1: 

2:      :               에 얻은 

3: if             , then 

4: if                    , then

5: if                    , then   

6: if                    , then 

7: if                    , then

8: k←k+1

9: 2번으로 돌아간다

102.4 , 1, 102.4T ms k BI ms  

( 1)k T 

0

est 

est

k
est

102.4BI ms

0 1

est    51.2BI ms

1 2

est    33.3BI ms

2 3

est    25.6BI ms

3 4

est    10.24BI ms

 

그림 12. 미니 비콘 주기를 적응적으로 바꾸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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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BPA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이득의 예 

 

그림 13은 mBPA 기법의 이득이 생기는 예를 표현한 것인데, mBPA 기법

을 BPRP 기법과 SBO 기법과 결합하여 사용하면 미니 비콘으로 스캐닝에 성

공하여 프로브 요청을 받지 않아도 스캐닝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 

요청,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 ACK을 생략하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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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모의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모의 실험을 통하여 기존 스캐닝 방식의 분석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제안한 스캐닝 기법의 성능을 검증한다. 5.1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의 분석의 유효성을 관찰한다. 5.2에서는 제안한 스캐닝 기법의 성능을 

검증한다. 모의 실험은 Matlab과 NS-3로 진행하였다. 

 

5.1. 기존 스캐닝 방식 분석 검증 

본 절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에 대한 분석을 검증하기 위하여 AP가 1개 

존재하며 단말은 포아송 분포에 따라 도착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였으며, 

단말이 들어온 후에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의 길이는 4, 8 ms일 때 

관찰하였다. 단말들의 백그라운드 트래픽은 없고 초당 들어오는 단말의 수는 

100개이며 AWGN 채널을 가정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전송속도는 6 Mbps의 경우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스캐닝 지연 시간은 3장에서 관찰하였듯이 비콘 주기가 길어질 때마다 

스캐닝 지연 시간이 증가한다. 비콘 주기인 T 가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인 pT 보다 작을 때는 선형적으로 스캐닝 지연시간이 증가하며 T 가 

pT 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한 형태로 증가한다. 앞서 고찰하였던 것처럼 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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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비콘 주기에 따른 스캐닝 지연 시간. 

 

주기가 길어지면 수동적 스캐닝을 할 때 비콘을 받을 확률이 적어지므로 

스캐닝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 또한 pT 가 증가 할 때 스캐닝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프로브 요청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프로브 응답까지 늦게 

수신하게 되어 스캐닝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4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가 모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는 비콘 주기에 따른 전파 점유도를 나타낸 그림인데, 기존 스캐닝 

방식의 전파 점유도도 앞서 고찰하였듯이 T 가 pT 보다 작을 경우, 비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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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비콘 주기에 따른 전파 점유도 

 

T 가 길어질 때 전파 점유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T 가 pT 보다 

작을 경우, B p aT T T    이 0보다 크다면 비콘 주기 T 가 길어질 때 전파 점유

도가 감소하며, B p aT T T    이 0보다 작으면 비콘 주기 T 가 길어질 때 전파 

점유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면 단위 시간당 스캐닝

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가 적을 때는 비콘을 적게 보내는 것이 전파 점유도 면

에서 이득이고,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가 많을 때는 비콘

을 많이 보내어 단말들이 수동적 스캐닝을 할 때 스캐닝에 성공하도록 유도하

는 것이 전파 점유도 면에서 이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T 에 따라서 전파 점유도를 분석하자면 pT 가 증가할 때 전파 점유도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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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pT 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말이 도착하고 수동적 스캐

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 동안 

비콘을 수신할 확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프로브 요청과 프로브 응답이 생

략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분석한 결과가 모의 실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5.2. 제안 스캐닝 기법 성능 검증 

본 절에서는 기존 스캐닝 기법과 제안하는 스캐닝 기법의 성능을 분석한다. 

비교하는 기법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콘 주기를 102.4 ms로 고정한 

상태의 기존 스캐닝 방식이고, 두 번째는 비콘 주기를 102.4 ms로 고정한 

상태의 BPRP 기법, 세 번째는 비콘 주기를 102.4 ms로 고정한 상태의 SBO 

기법이다. 네 번째는 BPRP 기법을 BPA 기법과 결합한 경우이며 다섯 

번째는 SBO 기법을 BPA과 결합한 경우이다. 각 기법들에 대해 성능 지표는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 시간으로 삼았다. 

AP의 수를 4개, 단말은 포아송 분포에 따라 도착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AP와 단말들은 가로 30 m, 세로 30 m 안에 존재하며 AP는 (10 

m, 10 m), (10 m, 20 m), (20 m, 10 m), (20 m, 20 m) 존재하고 단말들은 

정사각형에 무작위의 점에 위치해 있다. 단말의 포아송 분포의  는 초당 

AP와 스캐닝을 시도하기 위해 들어오는 평균 단말의 수이다. 또한 단말이 

들어온 후에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의 길이는 5, 10, 15, 20 ms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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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으며, 단말들의 백그라운드 트래픽은 없고, AWGN 채널을 가정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전송속도는 1 Mbps와 

6 Mbps,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IEEE 802.11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2.4 GHz와 5 GHz 대역이 있는데 2.4 GHz 

대역에서는 관리 프레임(management frame)을 위하여 1 Mbps와 6 Mbps의 

물리 계층 전송률을 사용하며 5 GHz 대역에서는 6 Mbps의 물리 계층 

전송률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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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전파 점유도. 

 

 그림 16은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전파 점유도를 나타낸 것이다. pT 가 증가할 때 전파 점유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말이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동안 비콘이나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프로브 요청, 

프로브 응답이 생략되어 전파 점유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안한 

스캐닝 기법들이 기존 스캐닝 방식에 비해서 모두 전파 점유도 면에서 이득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BPRP 기법보다 SBO 기법이 전파 점유도 면에서 더 

이득을 가지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기존 스캐닝 방식과 제안 스캐닝 방식 모두 12% 이상의 

전파 점유도를 차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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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전파 

점유도. 

그림 17는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이고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전파 점유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에서도 그림 14와 동일하게 pT 가 증가

할 때 전파 점유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 스캐닝 기법

들이 기존 스캐닝 방식에 비해서 모두 전파 점유도 면에서 이득을 가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기존 스캐닝 방식과 제안 스캐닝 방식 모두 2% 정도

의 전파 점유도를 차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일 때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가 12% 이상이었던 것에 반

하여 5 Mbps일 때는 전파 점유도가 2% 정도만 차지한다. 그러므로 2.4 GHz 

대역에서 관리 프레임의 물리 계층 전송률은 1 Mbps 대신에 6 Mbps를 사용

하거나 5 GHz 대역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

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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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전파 

점유도. 

 

그림 18은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이고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전파 점유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가 증가할 때 전파 점유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 클 때 기존 스캐닝 방식에 비해 제안하는 스캐닝 

방식이 더 적은 전파 점유도를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가 100/s일 때 mBPA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가 클 때 미니 비콘을 자주 보내주게 되면 프로브 요청을 생략하는 결과를 낳

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SBO 기법과 mBPA 기법을 결합

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이는 선택적으로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

기도 하며 비콘으로 프로브 요청을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 

50/s을 기준으로 스캐닝 기법들의 전파 점유도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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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전파 

점유도. 

 

그림 19는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이고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전파 점유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6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가 

50/s을 기준으로 스캐닝 기법들의 전파 점유도는 6%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

므로 그림 15와 16을 통하여서도 2.4 GHz 대역에서 관리 프레임의 물리 계

층 전송률은 6 Mbps를 사용하거나 5 GHz 대역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스캐

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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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 

 

그림 20은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이며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pT 가 증가할 때 접속 지연 시간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고찰 하였듯이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늦게 프로브 요청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제안 기법들의 접속 지연 시간이 기존 스캐닝 방식의 접속 지연 시간에 비

해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 지연 시간 면에서도 제안 기

법들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T 가 5 ms일 경우, 접속 지

연 시간이 15 ms 정도 소요됨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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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 

 

그림 21은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이며  는 10/s 일 때 pT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을 나타낸 것이며 경향성은 그림 18과 동일하다. pT 가 5 ms

일 경우, 접속 지연 시간이 6 ms 정도 소요됨을 관찰할 수 있는데,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일 때 접속 지연 시간이 15 ms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

당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 지연 시간 면에서도 2.4 GHz 

대역에서 관리 프레임의 물리 계층 전송률은 6 Mbps를 사용하거나 5 GHz 

대역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에 좋은 영향

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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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 

그림 22는 물리 계층 전송률이 1 Mbps이며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mBPA 기법을 제외하고 모든 기법들에서  가 증가할 

때 접속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위 시간당 스캐

닝을 시도하는 단말이 많아지면 경쟁하는 정도가 심해져서 채널을 점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mBPA 기법에서  가 증

가할 때 더 짧은 접속 지연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가 클 때 

mBPA 기법은 미니 비콘을 더 자주 보내게 되며 그로 인해 스캐닝에 빠르게 

성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 기법들의 접속 지연 시간이 기존 스캐닝 

방식의 접속 지연 시간에 비해 더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 

지연 시간 면에서도 제안 기법들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 50/s일 경우, 접속 지연 시간이 20 ms에서 30 ms 정도 소요됨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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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 

 

그림 23은 물리 계층 전송률이 6 Mbps이며 pT 는 10 ms 일 때 에 따른 

접속 지연 시간을 나타낸 것이며 경향성은 그림 20과 동일하다. 또한  가 

50/s일 경우, 접속 지연 시간이 6 ms에서 10 ms 정도 소요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속 지연 시간 면에서도 2.4 GHz 대역에서 관리 프레임의 

물리 계층 전송률은 6 Mbps를 사용하거나 5 GHz 대역에서 통신을 하는 것

이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를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2 - 

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스캐닝 방식에서의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 시간을 

분석하고, 단말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선 LAN 환경에서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 시간을 감소시키는 스캐닝 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스캐닝 방식에서 단위 시간당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의 수인 

 가 작을 때에는 비콘 주기와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파 점유도는 작아지고 접속 지연 시간은 길어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 클 때에는 비콘 주기와 수동적 스캐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파 점유도도 커지며 접속 지연 시간도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전파 점유도가 긴 기존 스캐닝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스캐닝 방식 세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프로브 요청의 수신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높을 경우, 프로브 

응답을 브로드캐스트로 전송하는 BPRP 기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프로브 요청의 신호 세기가 문턱 값보다 높고 프로브 요청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내에 비콘이 보내진다면 브로드캐스트 프로브 

응답을 생략하는 SBO 기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스캐닝을 시도하는 단말들의 수를 추정하여 비콘 주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mBPA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법은 BPRP 기법과 SBO 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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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안 기법들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모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BPRP 

기법이 기존 스캐닝 방식보다 전파 점유도가 낮아지고 접속 지연 시간도 

짧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SBO 기법은 스캐닝의 전파 점유도 측면에서 

기존 스캐닝 방식과 BPRP 기법에 비해 전파 점유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PRP 기법과 SBO 기법을 mBPA와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 시간 면에서 더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가 커질 때 그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4 GHz 대역에서 관리 프레임의 물리 계층 전송률을 1 Mbps 대신 6 

Mbps를 사용하거나 5 GHz 대역에서 통신을 하게 되면 스캐닝을 위해 

사용되는 전파 점유도와 접속 지연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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