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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지

 IEEE 802.16 표준 기반의 브로드밴드 무선 액세스 기술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넓게 관심을 받고 있다. IEEE 802.16 표준은 고정된 인터

페이스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무선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포함하여 

제안되었다.  

 IEEE 802.16 MAC 프로토콜에서 폴링은 대역폭 요청 방식 중 하나이

다. 폴링 방식은 유니캐스트 폴링 방식과 브로드캐스트 폴링 방식이 있

다. 유니캐스트 폴링은 rtPS 트래픽에서 사용되고, 브로드캐스트 폴링은 

nrtPS와 BE트래픽에서 사용된다. 대역폭이 충분할 때는 rtPS 트래픽은 

유니캐스트 폴링을 사용하지만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다면, rtPS트래픽은 

멀티캐스트 폴링이나 브로드캐스트 폴링을 사용한다. IEEE 802.16 표준

에서는 비효율적인 대역폭 요청 할당방식을 사용한다. 게다가, 많은 논문

들은 오직 rtPS나 BE트래픽 하나의 트래픽만 고려한 폴링 방식을 제안한

다. 본 논문에서는 대역폭 요청 슬롯 할당을 위한 확률 테스트를 통하여 

실시간성 트래픽과 비실시간성 트래픽 모두를 고려한 효율적인 폴링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WiMAX 표준에서는 rtPS 트래픽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rtPS 트래픽에 가중치를 부여한 확률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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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IEEE 802.16 개론

 

 최근 들어, IEEE 802.16 표준 기반의 브로드밴드 무선 액세스 기술은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넓게 관심을 받고 있다. IEEE 802.16 표준은 고

정된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브로드밴드 무선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세트를 

포함하여 제안되었다.[1]

 IEEE 802.11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기술은 가장 성공

적인 기술로서, 빠른 속도의 큰 데이터 전송과 실내 환경에서의 최적화 

성능이 특징이다. 하지만 짧은 범위의 전송거리와 모빌리티를 지원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어 실외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IEEE 802.16 working 그룹이 탄생했으며, 실외 환경에서의 넓은 

대역폭 범위와 무선 음성, 비디오,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의 전송이 

가능해졌다. IEEE 802.16 표준의 특징으로는 실외 환경에 최적화된 

MAC 프로토콜과 10-66GHz 대역의 밀리미터파, 완전한 QoS와 함께 다

수의 서비스 제공,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기반의 PHY 계층 정의, vehicular 속도에도 적용할 수 있

는 모바일 서비스 등이 있다. 

 그림 1은 IEEE 802.16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

다. 고정 혹은 모바일 CPEs(Customer Premise Equipment)가 중앙 

BS(Base Station)에 연결된다. BS는 여러 개의 장소로부터 전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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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BS를 통하거나 직접 전송한다. 이더넷이나 WLAN과 같은 실내 네

트워크를 통해 빌딩 안에 있는 여러 단말기들 (laptop, telephone, 

computer)은 실외의 CPE와 연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IEEE 802.16 

네트워크 링크가 형성된다. 

그림 1. IEEE 802.16 네트워크 아키텍처

1.2 대역폭 할당 및 폴링 절차

 802.16 네트워크에서, Subscriber Station(SS)이 Base Station(BS)에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기를 원한다면 BS에게 대역폭 요청(bandwidth 

requests(BW-REQ))를 보내야만 하며, 그 다음에 BS가 BW-REQ를 승

인(grant)한다. 승인 후에 BW-REQ가 슬롯을 할당받고, SS에 의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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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진다. 표준 대역폭 할당은 폴링 방식과 piggyback 방식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piggyback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 폴링 방식은 유니캐스

트 폴링과 경쟁방식인 경합 기반 폴링 방식으로 나뉜다. BS와 SS들 간의 

연결부터 데이터 전송까지의 절차를 그림2로 나타내었다.

그림 2. BS와 SS간의 전송 절차

 IEEE 802.16의 업링크 서브프레임 구조는 그림 3에 나와 있다. 다운링

크의 구조도 이와 유사하며 본 논문에서는 업링크만 고려하므로 서브프레

임 구조는 업링크만 도시한다. SS가 BS에게 전송할 때, 반드시 initial 

rang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initial ranging은 연결 셋업을 의미한다. 

SS는 연결하기 원한다고 BS에게 알린다. BS는 SS에게 허락하고, SS는 

이에 대한 ACK를 보낸다. 그러면 initial ranging 과정이 끝나고, SS가 



- 4 -

BW-REQ를 BS에게 전송한다. 

그림 3. 업링크 서브프레임 구조

 BW-REQ 전송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유니캐스

트 폴링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폴링방식이다. 

유니캐스트 폴링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나, 브로드캐스트 폴링은 여러 

개의 SS들이 BS에게 BW-REQ를 보낼 때 실행되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BW-REQ가 경합 슬롯을 할당받으면, SS는 데이터를 전송한다. 브

로드캐스트 폴링의 절차는 그림 4[1]에 나타나있다. 먼저 멀티캐스트 폴

링이 가능한지 검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브로드캐스트 폴링이므로 대역폭

이 브로드캐스트 폴링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 대역폭이 충분하다면 업

링크의 UL-MAP(업링크 preamble)에 브로드캐스트 폴링이라고 알리는 

비트를 표시하게 된다. 그 다음 충돌나지 않은 BW-REQ의 경우는 데이

터를 보낼 수 있게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업링크 서브프레임 

MAP을 바꾼다. BW-REQ가 충돌 났을 경우는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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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폴링 메커니즘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 4. 브로드캐스트 폴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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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연구

2.1 IEEE 802.16 서비스 트래픽

  

 IEEE 802.16 표준은 MAC layer에서 다섯 종류의 트래픽으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한다. 트래픽 종류는 Unsolicited Grant 

Service(UGS), ertPS(Extended Real-time Polling Service), Real-time 

Polling Service(rtPS), Non-real-time Polling Service(nrtPS), Best 

Effort(BE) 이렇게 다섯 가지 트래픽이다. 

 UGS는 실시간 서비스 플로우를 지원하며, 고정된 크기의 데이터 패킷들

만을 주기적으로 생성하고, 항상 대역폭 슬롯을 할당하기 때문에 폴링을 

실행하지 않는다. rtPS는 실시간성 가변적 크기의 패킷을 지원하며, 

nrtPS와 BE는 비실시간성 트래픽이다. 

 일반적으로, rtPS와 nrtPS 트래픽은 유니캐스트 폴링을 실행하고, BE 

트래픽은 경합 기반 폴링을 실행한다. 하지만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다면, 

rtPS와 nrtPS 트래픽도 경합 기반 폴링을 실행한다. IEEE 802.16 표준

은 효율적인 폴링 방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논문이 효율적인 

폴링 방식으로 오직 rtPS 트래픽이나 BE트래픽 한 가지 트래픽만 고려한

다. 

 그림 5는 IEEE 802.16 네트워크의 각 트래픽 별 스케줄링 방식을 나타

낸 것이다. UGS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고정된 크기의 패킷들을 전

송한다. rtPS는 일정한 주기별로 유니캐스트 폴링과 인터벌을 가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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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크기의 패킷들을 전송한다. nrtPS는 대역폭이 충분할 때는 유니캐스

트, 부족할 때는 경합 기반 폴링을 실행하면서 가변적인 크기의 패킷들을 

전송한다. BE는 경합기반의 폴링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이지 않은 시간 인

터벌과 가변적 크기의 패킷들을 전송한다. 

 본 논문은 유니캐스트 폴링을 실시하는 UGS와 UGS와 rtPS의 성질과 

유사한 ertPS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서비스 트래픽에 대해 확률 테스트

를 통해 효율적인 경합 기반 폴링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IEEE 802.16 표

준에 제시되어 있는 nrtPS나 BE 트래픽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rtPS 트래

픽에 확률테스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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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서비스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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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 논문

  J.Y. Pan et al. [2]는 peak avoidance와 충돌 컨트롤 알고리즘을 제

안했다. “Peak avoidance”의 의미는 트래픽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새

로운 SS들의 BW-REQ들이 경합 슬롯의 할당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Peak’는 프레임 당 경합 슬롯의 수와 충돌 감지의 수의 관계로 정의된

다. 여기서의 peak 트래픽은 충돌로 인한 재전송 BW-REQ도 고려하였

다. 새로운 BW-REQ들은 몇 개의 서브프레임 동안 sleep되며, 기존의 

BW-REQ들은 증가된 경합 슬롯들에 할당되어진다. 

 충돌 컨트롤 알고리즘은 확률 테스트 에 의해 BW-REQ가 경합 슬

롯을 차지하도록 하는 BW0-REQ 할당 메커니즘이다. 은 랜덤 값으

로서 0부터 1사이의 값이다. BW-REQ가 확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면(BW-REQ가 보다 낮은 값의 확률 테스트 값을 가짐을 의미) 마찬

가지로 몇 개의 서브프레임 동안 sleep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단점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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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돌 컨트롤 알고리즘

 B.J Kwak et al. [3]은 IEEE 802.16의 wireless MAN의 

EIED(Exponential Increment Exponential Decrement) backoff 알고리

즘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EIED 알고리즘은 IEEE 802.11 LAN에 적용

되었으며, BEB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EIED 

알고리즘은 수식에 의해 backoff 윈도우를 조절하며, ranging 재시도 수

와 충돌 확률의 성능을 개선한다. backoff 윈도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설

정할 수 있으며, 예로서  로 설정하면, BW-REQ가 성공했을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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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슬롯의 크기는 1/2만큼 줄이고,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만큼 증가

시켜 경합 슬롯의 크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EIED 알고리즘의 random access scheme을 도시한 것이다. 

과 는 IEEE 802.16 표준에 정의된 time delay다. S는 성공으로서 j

가 감소하고, C는 충돌을 나타내는 것으로 j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

능지표로서는 충돌 확률과 성공확률을 이용가능한 주기적 ranging 

CDMA 코드의 수와의 상관관계로 나타내었다.

그림 7. RA scheme with EIED

 Jing Wu et al. [4]는 평균 data rate에 기반 하여 3개의 그룹으로I 나

누고, 각 그룹은 멀티캐스트 폴링으로 묶고, 폴링 message를 전송하거나 

대역폭 요청을 기다리는 방식을 제안했다. 

 [4]는 nrtPS에 대한 fair scheduling을 제시하였다. 유저 I의 현재 전송 

속도를 구하여 윈도우 사이즈 에 대한 평균 rate로 나눈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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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값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폴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BW-REQ를 기다리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림 8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때의 조건을 psudo code로 나타낸 

것이다. m in은 최소 reserved traffic rate이고, max는 최대 sustained 

traffic rate를 뜻한다. 평균 rate가 각각의 조건을 넘거나 만족하지 않으

면 분기가 발생해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그림 8.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psudo code

 Fei Yin et al. [5]에서는 폴링 결정 알고리즘과 폴링 메커니즘을 제안

했다. 폴링 결정 알고리즘에 따르면, 대역폭이 충분할 경우, BE 트래픽도 

유니캐스트 폴링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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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폴링 메커니즘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SS들도 유니캐스트 폴링

을 실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비 동작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는 대역폭이 낭비되어 부족하게 되므로, 비 동작 SS들은 경합 기반 

폴링을 실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9는 GMH(Generic MAC Header)를 수정하여 동작 비트(Active 

bit)를 삽입한 헤더의 모습이다. 헤더의 1비트만을 사용하므로 오버헤드가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제시된 알고리즘에서는 대역폭이 모자

를 경우에 어떻게 경합 BW-REQ 슬롯을 할당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그림 9. GMH 헤더의 active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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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Cheng et al. [6]은 다수의 클래스 서비스들을 위한 QoS 지원을 

고려한다. [6]은 BS가 fair scheduler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SS는 value 

scheduler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 알고리즘은 UGS, rtPS, nrtPS, 그리

고 BE 트래픽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IEEE 802.16 표준에 

적합하다. 그림 10은 fairness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BS와 

SS 모두 스케줄링에 의한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트래픽에 대

한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알고리즘에서는 충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합 부분에 있어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림 10. fairness 기반 시스템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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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안하는 폴링 알고리즘

3.1 임의의 확률테스트 값에 대한 문제

 앞 장에서 언급한 “peak avoidance” 알고리즘은 오직 BE트래픽만 사용

하는 단점이 있다. 경합 슬롯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BW-REQ가 슬롯을 

할당 받지 못하는 경우, rtPS 트래픽은 실시간성 데이터 패킷으로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다음 프레임에 재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2]는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충돌 컨트롤(collision control)”을 제안했

다. [2]는 BW-REQ가 경합 슬롯을 할당 받을 확률로서 을 정의했

다. BW-REQ가 보다 높은 확률 테스트 값을 가진다면, 경합 슬롯을 

차지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몇 개의 서브프레임 동안 sleep된다. 그림 

11은 충돌 컨트롤 알고리즘을 도시한다. peak avoidance보다 향상된 알

고리즘이지만 [2]는 유저의 임의대로 을 설정했기 때문에 구현에 적

합하지 않다. 임의의 에 의해 많은 경합 슬롯이 비워질 수도 있고, 

BW-REQ들의 대부분이 경합 슬롯을 할당 받지 못할 수 있다. 비어있는 

많은 경합 슬롯은 큰 딜레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보면 3

개의 경합 슬롯에 6개의 SS의 BW-REQ가 경합하여 1개의 BW-REQ만 

할당되고 나머지 5개의 BW-REQ는 충돌이 발생하여 할당받지 못하였다. 

IEEE 802.16 표준에 따라 T16타이머 발생 이후, 경합 슬롯이 2배로 늘

어나 6개의 경합 슬롯이 생긴다. 이때, 다수의 새로운 BW-REQ들이 경

합 슬롯을 차지하려고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의 알고리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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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새로운 BW-REQ가 rtPS 트래픽이고, 기존의 BW-REQ가 BE 트래픽

일 경우, BE트래픽이 먼저 전송되어 IEEE 802.16 표준에 어긋나게 된

다. 또한 이 임의의 값이므로 경합 슬롯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전송

확률이 늘어난 만큼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2]에서는 시뮬레이션 결

과, 이 0.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다른 값에 비해 성능

이 많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1. 확률 테스트에 의한 BW-REQ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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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은 정확한  설정과 rtPS, nrtPS, 그리고 BE 트래픽을 경

합 기반 폴링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첫째로, 확률 테스트 

를 설정했다. 는 F/M으로 정의된다. 

 ≤ 
       (1)

 F는 경합 슬롯 수이며, M은 유저의 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M은 모든 

폴링 트래픽(rtPS, nrtPS, BE 트래픽의 합)의 수이다. 는 항상 F/M보

다 같거나 작다. 만약 가 F/M보다 크다면 경합 슬롯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충돌확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가 5이고 M이 10이라

면 F/M은 0.5이다. 하지만 가 0.6이라고 가정하면, 는 랜덤 값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충돌 확률은 

0.1만큼 증가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개의 BW-REQ가 경합 슬롯

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트래픽을 고려한 경합 기반 폴링 방식을 

제안한다. IEEE 802.16표준에 따르면, UGS, rtPS, nrtPS, BE 트래픽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제안하는 방식에서 UGS 트래픽은 BW-REQ

를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rtPS 트래픽의 에게 

가중치를 부여했다. rtPS 트래픽의 확률테스트는 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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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nrtPS나 BE트래픽은 경합 슬롯을 할

당받고 rtPS는 BW-REQ를 전송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IEEE 

802.16 표준에 위배된다.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은 rtPS 트래픽의 비율로서, 항상 보다 크다. rtPS 트래픽의 수가 

F보다 작다면 은 1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은 1로 고정한다. 

rtPS 트래픽은 실시간 트래픽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전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rtPS 트래픽이 경합 슬롯을 할당 받지 못했

다면 BW-REQ를 바로 다음 프레임에 전송한다. 

 nrtPS 트래픽의 확률 테스트는 으로 정의한다. 은 보다 0.2가 더

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가 0.2이고 이 0.3, 그리

고 이 0.4인 경우에 이 보다 더 크기 때문에 nrtPS 트래픽이 첫 

우선순위가 되고 rtPS 트래픽은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 따라서 본 논

문은 /=2/3보다 작을 경우에 은 0.1+ ,  /=1/3보다 작을 경

우에 은 와 같다. 그림 12는 전체 알고리즘을 나타낸 그림이다. 

initial 절차를 거친 뒤, 대역폭이 충분한지 검사하고 충분하다면 Unicast, 

충분하지 않다면 contention-based 방식의 폴링을 실행한다. UGS 트래

픽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트래픽은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한 확률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확률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된 트래픽

은 BW-REQ를 할당받고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통과하지 못한 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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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rtPS 트래픽은 곧바로 다음 frame에 BW-REQ를 전송할 수 있게 한

다. rtPS가 아닌 nrtPS나 BE 트래픽은 N의 frame 수만큼 뒤에 전송하게 

한다. 이는 IEEE 802.16 표준에 따라서 rtPS가 먼저 전송할 수 있게 하

기 위함이다. N의 범위 설정은 해당 연구 범위를 넘어서므로 기존에 제

시된 논문을 따르거나 임의로 설정한다. 보통 3~7정도의 범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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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하는 알고리즘 flowchart



- 21 -

제4장 성능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MATLAB을 사용

하여 시뮬레이션 했으며, 성능 측정의 지표로서 throughput, 딜레이, 그

리고 rtPS 전송 확률을 정했다. 

4.1 throughput 성능

throughput은 [7]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r은 M 유저수 사이의 같은 경합 슬롯을 선택하는 유저들의 수

이며 P와 E는 각각 r 유저가 경합슬롯에 있을 확률과 r 유저에 대한 슬

롯수의 기댓값을 뜻한다.  

 또한 은 정확하게 r 유저들로 채워지는 슬롯 수이며, N은 충돌된 

BW-REQ의 평균수이며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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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hroughput은 위 식과 같이 성공적으로 전송된 BW-REQ 메시지의 수

와 전송된 BW-REQ 메시지의 총 합계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최대 throughput은 [8]에 의해 정의되어 있고, 식 (7)과 같다.

max   

  (7)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는 F/M의 비율이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즘의 

throughput은 식 (7)과 같이 된다. 시뮬레이션의 throughput은 그림 13

과 같이 나타난다. X축은 슬롯 수, Y축은 throughput이다. F의 수가 증

가할수록 throughput은 높게 나타난다. 그림 13의 각 선은 다른 유저 수 

M(트래픽 수)을 갖는다. M이 증가할수록 throughput은 감소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M은 F이상 증가할 수 없다. 그림 13에서 기존 알

고리즘에서의 M값은 50이다. 결과적으로 M증가에 의해 throughput이 감

소함에도 불구하고 throughput은 M=40일 때의 선(라인)이하로 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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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덧붙여, throughput 성능은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M=50) 보다 

항상 높게 나온다.

그림 13.  throughput 성능

4.2 딜레이 성능

 

딜레이(delay)도 [7]에 정의되었다. 딜레이는 throughput에 반비례하며 

슬롯 수에 비례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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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성능은 그림 14와 같이 나타난다. 수식 (8)에 의해 슬롯 수(F)가 

증가함에 따라 딜레이는 감소한다. 그리고 트래픽 양(M)이 클수록 딜레이

는 로그 스케일로 증가한다. throughput이 같을 때,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딜레이는 기존 방식의 성능(M=40)보다 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슬롯 

수가 유저 수 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면 딜레이의 성능은 유저 수에 상관

없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슬롯 수가 유저 수보다 적을 경

우 하나의 슬롯 수만 적어져도 딜레이가 로그 스케일로 몇 배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확률 테스트를 통과하는 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슬롯 수가 20이 넘을 때, circle 라인(M=10)과 square 라

인(M=20)은 감소하지 않고 소폭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어있는 경

합 BW-REQ 슬롯수가 증가할 때, 데이터 전송 시작시간이 늦어지기 때

문이다. 

그림 14. 딜레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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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rtPS 트래픽 확률

 rtPS 트래픽의 확률은 그림 15와 같다. 3장에서 다뤘듯이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서는 rtPS 트래픽 확률테스트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따라서 rtPS 

트래픽의 확률 은 BE트래픽의 확률 보다 항상 크다. 그림 15에서 X

축은 /의 비율이고   성분은 항상 linear하다. 그림 15에서 값은 

0.2이며, 값이 바뀌면   값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반면에 nrtPS의 확

률 은 그림 15에 나타내지 않았다. 가 0.2인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X축 기준으로 0부터 0.33까지는 0.4, 0.33부터 0.66까지는 0.3, 0.66부

터 1까지는 0.2로 값과 같아지게 된다.

그림 15. rtPS 트래픽의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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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트래픽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합 폴링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BE 트래픽 같이 하나의 트래픽뿐만 아니라 rtPS와 nrtPS 트래

픽도 고려했다. 또한 경합 슬롯의 할당 확률의 비율도 정하였다. 경합 기

반 폴링 scheme에서 rtPS 트래픽의 확률을 BE 트래픽 확률보다 높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IEEE 802.16 표준을 따랐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확률테스트의 값을 설정한 알고리즘 성능이 기존방식인 확률 테스트 

값을 설정하지 않은 알고리즘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진행 및 보완할 연구로는 실제 네트워크 전송 시나리오에서 몇 천

개의 SS들의 BW-REQ 전송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

식의 간편함을 위해 소수의 SS들만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시나리오에서

는 성능 확률의 그래프 형태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몇 백 

~ 몇 천개의 단말들의 여러 트래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27 -

참 고 문 헌

[1] IEEE 802.16-2009. IEEE Standard for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Part 16: Air Interface for Fixed 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s, IEEE, May 2009.

[2] J.-Y.Pan, S.-C. Shiu, W.-S. Lee, S.-W. Huang, “Peak Avoidance and 

Collision Control for Contention-based Bandwidth Requests in WiMAX 

Systems”, IET Communications, vol.6. Issue 3, pp. 324-334, February 

2012.

[3] Byung-Jae Kwak, Nah-Oak Song, Dong Seung Kwon, “Enhancement 

of IEEE 802.16 WirelessMAN Ranging Performance with EIED Backoff 

Algorithm”, in proc. IEEE 66th Veh. Technol. Conf., pp. 1902-1906, Fall. 

2007.

[4] Jing Wu, Jeonghoon Mo, Ting Wang, “A Method for Non-real-time 

Polling Service in IEEE 802.16 Wireless Access Networks”, Vehicular 

Technology Conference, Fall 2007, pp. 1518-1522.

[5] Fei Yin, Guy Pujolle, Jong Hyuk Park, “Performance Optimization with 

Efficient Polling Mechanism in IEEE 802.16 Networks with Cross-Layer 

Consideration”, Wireless Personal Communications, Vol.51, Issue 3, 

pp.635-665, November 2009.

[6] S.-T. Cheng, M.-T. Hsieh, B.F. Chen, “Fairness-based Scheduling 

Algorithm for Time Division Duplex Mode IEEE 802.16 broadband 

wireless access systems”, IET Communications, Vol.4, Issue. 9, 

pp.1065-1072, June 2010.



- 28 -

[7] Sung-Min Oh, Jae-Hyun Kim, “The Analysis of the Optimal 

Contention Period for Broadband Wireless Access Network”, in Proc. 

PWN05, HA, USA, Mar. 2005, pp. 215-220. 

[8] Giovanni Giambene, SnezanaHadzic-Puzovic, “Nonsaturated 

Performance Analysis for WiMAX Broadcast Polling Access”,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 62, Issue. 1, pp. 306-325, 

Jan. 2013.



- 29 -

ABSTRACT

An Efficient Contention-based Polling for Various 

Traffic Services in IEEE 802.16 Networks

Won Goo, Do

Dep.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In the IEEE 802.16 MAC protocol, polling is one method of 

bandwidth requests.  Polling methods are unicast polling and 

broadcast polling. Unicast polling is used in rtPS traffic, and 

broadcast polling is used in nrtPS or BE traffic. When bandwidth is 

sufficient, rtPS uses unicast polling, but when bandwidth is 

insufficient, rtPS uses multicast polling or broadcast polling. In the 

IEEE 802.16 standard, inefficient bandwidths request allocation. 

Furthermore, many papers proposed efficient polling method only 

BE traffic or only rtPS traffic.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polling algorithm in real time traffic and non-real time 

traffic that probability tests for allocating bandwidth request slots. 

In the WiMAX standard, rtPS traffic has priority, so we assign a 

weight probability test to r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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