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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무선랜의 No Acknowledge 기능 적용시 상위 계층으

로부터 전송되는 링크상태 패킷정보에 따른 프레임 전송 조건에 따라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을 적용한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무선단말과,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에

따라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해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랜의 No Acknowledge 기능 적용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송되는 링크상태 패킷정보에 따른 프레임 전송 조건에 따라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을 적용한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무선단말과,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에 따라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해당 프레임을 지연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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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은,

RTS/CTS(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를 사용하여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확보한 후 해당 프레임

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은,

HCCA(HCF Controlled Channel Access)를 사용하여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확보한 후 해당 프레임을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되는 초기 시점에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 획득 및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방식은,

IEEE 802.11에서 제공하는 Normal ACK 전송 방식 또는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된 이후 기설정된 시간동안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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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핸드오버(Handover) 시점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10.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고,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 No Acknowledge 기능을 적용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해당 프레임을 지연시

간 없이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과정에서 Null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상

기 무선단말로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 시스템.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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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단말의 No Acknowledge 기능 적용시 상위 계층으로부터 링크상태 패킷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링크상태 패킷정보에 따른 프레임 전송 조건에 따라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을 적용한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에서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해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은,

RTS/CTS(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를 사용하여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확보한 후 해당 프레임

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은,

HCCA(HCF Controlled Channel Access)를 사용하여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확보한 후 해당 프레임을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의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되는 초기 시점에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 획득 및 데이터 수신 패

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방식은,

IEEE 802.11에서 제공하는 Normal ACK 전송 방식 또는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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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된 이후 기설정된 시간동안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

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8.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

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9.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0.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핸드오버(Handover) 시점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1.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고,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

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 No Acknowledge 기능을 적용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해

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2.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과정에서 Null 데이터

가 전송되는 경우, 상기 무선단말로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3.

전원을 온(On) 상태로 전환한 후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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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된 경우,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시간(T2)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T2)이 경과된 경우,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의 값을 갖는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

치(Threshold)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 No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ACK 전송은 IEEE 802.11의 Normal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하거나,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6.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7.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인 경우,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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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외부의 인터넷과 연결된 AP(Access Point)를 설치하면 무선랜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되므로, 인

터넷 접속 데모 등과 같은 실시간 교육이나, 발표 도중 자료를 직접 다운받을 필요가 있는 대형의 학술발표회, 그리고 워크

샵, 혹은 표준화회의 등에 활용되고 있다.

IEEE 802.11e[8]에서는 HCF(Hybrid Coordina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한 향상

된 QoS 제공 기법을 표준화하였다.

IEEE 802.11e는 QoS를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공유 매체에 차별화된 접근제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IEEE

802.1d에서 사용하는 0에서 7까지의 총 8개의 우선순위와 이 우선 순위로부터 유도된 4개의 AC(Access Category)를

사용한다.

즉, IEEE 802.11e는 기존의 하향 호환성을 위해 IEEE 802.11에서 제공되는 DCF와 PCF 기능을 제공하고, QoS를 제공하

기 위해 HCF를 추가하였다. HCF는 Contention을 기반으로 Prioritized QoS를 제공하는 EDCA(Enhanced Distributed

Channel Access)와, Polling 및 Parameterized QoS를 제공하는 HCCA(HCF Controlled Channel Access) 두 가지의

매체 접근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QSTA(QoS STA)들은 이러한 채널 접근 메카니즘들을 통해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획득할 수 있는데,

QSTA들은 이 TXOP를 획득해야만 프레임들을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IEEE 802.11e에서 정의한 방식에 따

라 TXOP 동안 프레임들을 전송하게 된다.

특히, 무선랜(WLAN)의 경우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message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IEEE 802.11e의 경우에는

No Acknowledge 라는 기능이 언급되어 있다.

즉, 데이터 전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서, No Ack 기능이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MAC Layer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그보다 상위 Layer에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신뢰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래에는 QoS를 지원하는 QoS Station(QSTA)에 의해서 No ACK 사용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No ACK를 사용하는 것은

No MAC-level Recovery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송 트래픽(Traffic)의 정상적인 전송에 대한 신뢰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신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CCA(HCF Controlled Channel Access)의 전송 방식이나, RTS/CTS(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 또는 그 밖의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을 적용하여 다른 스테이션(station)들의 전

송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No ACK를 사용하는데 따른 트래픽(Traffic) 전송의 신뢰성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즉, 정상적인 프레임(Frame) 전송에 신뢰성을 갖지 못하므로 사무실(Office)과 같이 단일 셀(Cell)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

또는 핫 스팟(Hot spot) 지역 등에서 트래픽(Traffic)이 집중되는 경우에 신뢰하지 못하는 트래픽(traffic) 전송으로 인하

여 재전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에이지(Edge)에 가까운 곳에서는 핸드오버(Handover, 기지국간 Roaming)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단말

(Station)이 기지국과 멀어서 패킷 에러(Packet error)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No Ack frame을 받게 된다면 패킷 손

실(Packet loss)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의 재전송이 필요하게 되며, 결국 PHY(Physical Layer)에서의 데이

터 전송 대역폭이 비효율적인 전송으로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No Ack 기능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 손실(Data Loss)이 많아지게 되어 데이터 전송 효율

이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등록특허 10-0666993

- 7 -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선 랜(wireless LAN)을 이용하는 경우 QoS

(Quality of Service)를 지원하는 QSTA이 No ACK를 지원하는 기능 사용시에 문제시되는 데이터 전송 신뢰성 확보를 최

소화하고, 선택적으로 No ACK 기능을 적용하여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 시스템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무선랜의 No Acknowledge 기능 적용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송되는 링크상태 패킷정보에 따른 프레임 전송 조건에 따라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

을 적용한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무선단말과,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에 따라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해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은 RTS/CTS(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 또는 HCCA(HCF

Controlled Channel Access)를 사용하여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확보한 후 해당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되는 초기 시점에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 획득 및 데이터 수신 패

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

하게 된다.

상기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방식은 IEEE 802.11에서 제공하는 Normal ACK 전송 방식 또는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된 이후 기설정된 시간동안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

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

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핸드오버(Handover) 시점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

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고,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

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 No Acknowledge 기능을 적용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해

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과정에서 Null 데이터

가 전송되는 경우, 상기 무선단말로 Ack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한편,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무선단말의 No

Acknowledge 기능 적용시 상위 계층으로부터 링크상태 패킷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링크상태 패킷정보에

따른 프레임 전송 조건에 따라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을 적용한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

는 단계 및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No Acknowledge 요청 메시지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에서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해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보호 메커니즘(Protection mechanism)은 RTS/CTS(Request to Send / Clear To Send) 또는 HCCA(HCF

Controlled Channel Access)를 사용하여 TXOP(Transmission Opportunity)를 확보한 후 해당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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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단말의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되는 초기 시점에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 획득 및 데이터 수신 패

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

하게 된다.

상기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방식은 IEEE 802.11에서 제공하는 Normal ACK 전송 방식 또는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전원이 온(On) 상태로 전환된 이후 기설정된 시간동안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

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

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핸드오버(Handover) 시점에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Acknowledge 프레임(ACK frame) 전송을 요청하

게 된다.

상기 무선단말은 상기 수신전계강도 측정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고, 상기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

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 No Acknowledge 기능을 적용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해

당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무선단말로부터 전송되는 프레임을 지연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과정에서 Null 데이터

가 전송되는 경우, 상기 무선단말로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방법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전원을 온(On) 상태로

전환한 후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된 경우,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시간(T2)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T2)이 경과된 경우, 수

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의 값을 갖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 No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

계로 이루어진다.

상기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

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ACK 전송은 IEEE 802.11의 Normal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하거나,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한다.

상기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

다.

상기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인 경우, ACK 전송을 시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

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

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

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1은 무선랜에서의 일반적인 다중 데이터 전송 과정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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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Source)에서 목적지(Destination) 로 SIFS(Short Interframe Space) 시간 간격으로

Multiple-fragment를 전송하게 된다. 여기서, 출발지(Source)와 목적지(Destination)는 QSTA 또는 QAP를 의미한다.

즉, 출발지(Source)에서 목적지(Destination)로 먼저 "Fragment 0" 을 전송하게 되면 SIFS 시간 간격 이후에 목적지

(Destination)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 "ACK 0" 이 전송되어진다.

이어서, 출발지(Source)에서 상기 "ACK 0" 을 수신한 후 SIFS 시간 간격 이후에 목적지(Destination)로 "Fragment 1" 을

전송하게 되면 SIFS 시간 간격 이후에 목적지(Destination)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 "ACK 1" 이 전송되어진다.

이어서, 출발지(Source)에서 상기 "ACK 1" 을 수신한 후 SIFS 시간 간격 이후에 목적지(Destination)로 "Fragment 2" 을

전송하게 되면 SIFS 시간 간격 이후에 목적지(Destination)로부터 이에 대한 응답 메시지 "ACK 2" 이 전송되어진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WLAN AP)(10)와,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WLAN AP)(10)의

서비스 영역내에 위치하는 다수개의 스테이션(20a,20b)을 포함하며, 상기 무선랜 액세스 포인트(WLAN AP)(10)는 인터

넷과 연동된다.

액세스 포인트(10)는 NO ACK 기능을 제공하는 QAP(QoS Access Point)로서, WLAN(Wireless LAN)을 통해 서비스 영

역내의 각 스테이션(20a,20b)과 연결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연동되어진다.

즉, 액세스 포인트(10)는 무선랜을 통해 연결되는 각 스테이션(20a,20b)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수신되는 프레임을

인터넷으로 송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신되는 프레임을 각 스테이션(20a,20b)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각 스테이션(20a,20b)은 상기 액세스 포인트(10)와 마찬가지로 NO ACK 기능을 제공하는 QSTA(QoS Station)로

서, WLAN을 통해 액세스 포인트(10)에 접속하여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생성되는 프레임을 무선 매체를 통해 송신하고,

수신되는 프레임에 따른 영상 정보 및 음향 정보를 출력하여 가입자에게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QSTA(20)은 현재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된 패킷을 상위 레이어(Layer)로부터 수

신하여 현재 무선랜의 링크 상태(Link_Status)를 판단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프레임을 전송하기 이전에 매번 No ACK

Scheme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QSTA(20)은 수신 데이터의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 및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 등의 측정값에 따라 전

송 패킷(Packet)의 ACK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QSTA(20)은 Power Off/On 이후 초기에, 일정 시간 RSSI value 획득 및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를 확인하기

위하여 ACK 데이터 프레임(ACK data frame) 전송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QSTA(20)은 일정 시간 이상 데이터 수신이 없는 경우, QAP의 수신전계강도 레벨(RSSI level)만 파악되고, 패킷 에

러율(Packet error rate)에 대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Hidden node problem 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을 파

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신을 통한 에러율(Error rate)이 함께 체크되어야 하므로

ACK 데이터 프레임(ACK data frame) 전송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QSTA(20)은 데이터 수신 패킷 에러(packet error)가 특정 기준치(Threshold)를 초과하는 경우, ACK 데이터 프레

임(ACK data frame) 전송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QSTA(20)은 수신전계강도 레벨(RSSI Level)이 기준치(Threshold) 이하로 낮은 경우, ACK 데이터 프레임(ACK

data frame) 전송을 요구한다. 즉, Normal ACK Frame 전송을 요청하여 데이터 패킷 손실(Data Packet loss)에 의한 재

전송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QSTA(20)은 핸드오버(Handover) 시점에서, ACK 데이터 프레임(ACK data frame) 전송을 요구하게 된다. 즉, 로

밍(Roaming)이 판단되는 경우, Normal ACK Frame 전송을 요청하여 데이터 패킷 손실(Data Packet loss)에 의한 재전

송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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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로밍(Roaming) 판단시에는 에이지(Edge)에서의 이동성이 있게 되고, 무선 환경이 나쁜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ACK

frame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손실(Loss) 발생으로 인한 재전송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ACK frame 전송으로 인한 대역

폭(Bandwidth) 축소보다 효율적이다.

이와 같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ACK 전송을 위해 802.11e 표준에 언급된 TXOP 설정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낮은 NO ACK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재전송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즉, MAC level 신뢰성 낮은 NO ACK 사용은 신호 레벨(Signal level)이 좋고, 무선 환경이 Clear 한 환경에서, 에러

(error)가 없는 상황에서의 MAC level 에서의 각 MPDU(MAC Protocol Data Unit)에 대한 매번 ACK 전송을 예방하여

데이터 전송속도(Data Throughput)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일정 횟수 ACK frame 수신에 의한 재전송이 없고, 수신 데이터 패킷(Data packet)에 대한 No Error시 새로운 패킷

(Packet) 전송시에는 No-ACK request를 송신하여 데이터 대역폭(data Bandwidth)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즉, 수신 데이터가 No error 이거나, 수신전계강도 레벨(RSSI Level)이 높은 경우, 또는 로밍(Roaming)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NO ACK 기능을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효율(Data Throughput)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No ACK 기능 적용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송신자 입장에서는 ACK frame을 수신하지 않게 되므로, 적어

도 일정한 개수의 패킷(packet)을 전송한 후 한번은 ACK frame을 전송받거나, RTS/CTS 전송을 통해 수신전계강도 값

(RSSI Value)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즉, NO ACK 서비스 중 수신전계강도 레벨(RSSI Level)이 낮거나, 사전에 정의한 RSSI에 따라 ACK frame 전송을 요청하

거나, 또는 RTS/CTS 요청에 대한 결과로 송신 데이터(Tx Data)에 대한 ACK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거나, 송신 데이터(Tx

Data)가 없는 경우 Dummy Data 전송에 대한 RTS 요구에 대한 CTS 응답을 통해 RSSI와 함께 Hidden problem 을 확인

하게 되며, 이를 이용해서 ACK, NO-ACK 서비스를 결정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QSTA은 Power On 이후 무선랜의 Link_Status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되었

는지를 판단(S10)한다.

판단 결과, 무선랜의 Link_Status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ACK 전송을 시도(S20)한다.

여기서, ACK 전송 시도에서는 기존 IEEE 802.11의 Normal ACK 전송 방식을 제공하거나, IEEE 802.11e 에서 제공하는

ACK 전송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무선랜의 Link_Status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T1)이 경과된 경우에는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

시간(T2)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S30)한다.

판단 결과,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 시간(T2)이 경과된 경우 즉, 정해진 일정 시간(T2)동안 데이터 송/

수신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의 값을 갖는지를 판단(S40)한다.

판단 결과,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상기 ACK 전송을 시도하는

S20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수신전계강도 값(RSSI valu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지를 판단(S50)한다.

판단 결과,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에는 No ACK 전송을 시도(S60)하고, 만약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ACK 전송을 시도하는 S20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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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 시간(T2)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하는 S30 단계에서, 데이터 송/수

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 시간(T2)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

(Threshold) 미만인지를 판단(S70)한다.

판단 결과,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이상인 경우에는 ACK 전송을 시도(S80)한다.

그러나, 만약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이 기준치(Threshold) 미만인 경우에는 프레임 전송 후 ACK 프레임을 수신

할 것인지를 판단(S90)한다.

판단 결과, 프레임 전송 후 ACK 프레임을 수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No ACK 전송을 시도(S100)하고, 프레임 전송 후 ACK

프레임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ACK 전송을 시도하는 S80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No Ack 전송 절차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QSTA와 QAP간에 RTS(Request to Send)를 전송(S10)하고 CTS(Clear To Send)를 수

신(S20)하게 된다.

이어서, No Ack 기능을 적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연속해서 전송(S30~S50)하게 된다.

이와 같이 No Ack 기능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Null Data가 전송(S60)하는 경우에는 Ack

프레임을 수신(S70)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에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또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첨부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랜의 No ACK 기능 사용시 모든 경우에 대해 항상 No ACK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랜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No ACK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ACK frame 전송에 따른 Latency data bandwidth 감소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RSSI Level이 좋고, No Error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ACK frame의 전송을 방지하여 데이터의 전송속도

를 향상시켜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든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무선랜에서의 일반적인 다중 데이터 전송 과정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의 데이터 전송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No Ack 전송 절차의 일예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 액세스 포인트 20 : 스테이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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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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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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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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