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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서비스 품질(QoS)을 관리하는 방법은 트래픽 흐름을 수신함으로서 개시한다(302). 트래픽 흐름

은 트래픽 흐름의 QoS 요구 사항들에 기초하여, 트래픽 클래스(TC)에 매핑된다(304). 액세스 클래스(AC)의 송신 버짓이

계산되고, 각 AC는 적어도 하나의 TC를 포함한다(306). 송신 버짓이 트래픽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지를 계산함으로써 트

래픽 흐름이 승인될 수 있는 지의 판정을 행한다(308). 트래픽 흐름이 승인되면, TC의 파라미터들이 조정되고, 현 트래픽

흐름과 새롭게 승인된 트래픽 흐름 간의 TC에서의 충돌이 관리된다(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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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 서비스 품질(QoS)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트래픽 흐름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트래픽 흐름의 QoS 요구 사항들에 기초하여, 상기 트래픽 흐름을 트래픽 클래스(TC)로 매핑하는 단계;

액세스 클래스(AC)의 송신 버짓을 계산하는 단계로서, 상기 각 AC는 적어도 하나의 TC를 포함하는 것인 상기 계산 단계;

상기 송신 버짓이 상기 트래픽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지를 계산함으로써, 상기 트래픽 흐름이 승인될 수 있는 지를 판정하

는 단계;

상기 트래픽 흐름이 승인되면, 상기 TC의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단계; 및

현 트래픽 흐름과 새롭게 승인된 트래픽 흐름 간의 상기 TC에서의 충돌을 관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버짓은, AC에 대한 최대 허용된 송신 버짓 - 상기 AC에 의하여 이미 사용된 상기 송신 버짓

인 것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흐름의 우선도를 판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

리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흐름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그 우선도가 낮으면 상기 트래픽 흐름을 폐기하는 것인 무선 근

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청구항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흐름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그 우선도가 높으면 상기 트래픽 흐름을 버퍼링하는 것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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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무선 근거리 통신망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트래픽 스트림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트래픽 사양(TSPEC)을 포함하는 트래픽 스트림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TSPEC에 포함된 상기 파라미터들을 분석하는 단계;

상기 분석된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상기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될 수 있는 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트래픽 스트림이 상기 파라미터들을 변경시키지 않고 승인될 수 있으면 상기 트래픽 스트림을 승인하는 단계;

상기 트래픽 스트림이 상기 파라미터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승인될 수 있으면 상기 파라미터들을 재협상하고, 상기 재협상

된 파라미터들을 갖는 상기 트래픽 스트림을 승인하는 단계; 및

상기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될 수 없으면, 상기 트래픽 스트림을 거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승인된 트래픽 스트림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에 관하여 스케쥴러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 모니터링/폴리

싱 기능과 적응 기능을 개시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케줄러는 위반하는 트래픽 스트림들을 드롭하는 것인 상기 개시 단계;

및

서비스 스케쥴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개시 단계와 상기 업데이트 단계는 상기 승인 단계와 상기 재협상 단계 중 하나 후에 수행되는 것인 무선 근거리 통신

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업데이트 단계는, 서비스 스케쥴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면 서비스 스케쥴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판정 단계는,

송신 버짓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트래픽 스트림 요구 사항들을 상기 송신 버짓과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송신 버짓이 상기 트래픽 스트림을 지원할 수 있으면, 상기 트래픽 스트림을 승인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무선 근거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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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재협상 단계는 상기 트래픽 스트림의 데이터 레이트를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무선 근거

리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무선 근거리 통신망(Wireless Local Area Networks, WLAN)에 관한 것이며, 특히 WLAN에서의 서비스 품질

(Qos) 사양을 관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무선 통신 시스템은 종래 기술에 잘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서로 무선 통신 신호들을 송수신하는 통

신국들을 포함한다. 이 형태의 시스템에 따라, 통신국들은 통상적으로, 기지국들 또는 이동 유닛들을 포함하는 무선 송/수

신 유닛들(Wireless Transmit/Receive Units, WTRU)의 두 형태들 중 하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지국이라는 용어는, 기지국, 노드 B, 사이트 제어기, 액세스 포인트(AP), 또는 기지국이 연관된 네트워

크로의 무선 액세스를 WTRU에 제공하는 무선 환경에서의 다른 인터페이싱 장치를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

다. WLAN에서, AP가 바람직한 장치이며, 여기서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WTRU라는 용어는, 사용자 장비, 이동국, 고정 또는 이동 가입자 유닛, 페이저, 또는 무선 환경에서 동작

할 수 있는 임의의 다른 형태의 장치를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WTRU는, 전화, 비디오 폰, 및 네트워크

접속을 갖는 인터넷 레디 폰(Internet ready phone)과 같은 개인 통신 장치들을 포함한다. 또한, WTRU는, 유사한 네트워

크 성능을 갖는 무선 모뎀을 갖는 노트북 컴퓨터와 PDA와 같은 휴대용 개인 연산 장치들을 포함한다. 휴대용이거나 그렇

지 않으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WTRU를 이동 유닛으로 칭한다. WLAN에서, 스테이션(STA)이 바람직한 장치이며, 여

기서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하나 이상의 AP들을 갖는 널리 사용되는 WLAN 환경은 IEEE 802.11 패밀리 규격들 중 하나에 따라 구축된다. 기본 서비

스 세트(Basic Service Set, BSS)는 802.11 WLAN의 기본 구축 블록이며, 복수의 STA로 구성된다.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한 세트의 STA는 BSS를 형성할 수 있다. 다수의 BSS는 분배 시스템(DS)이라 불리는 구조적 요소를 통하여 상호 접속되

어, 확장된 서비스 세트(ESS)를 형성한다. AP는 D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DS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STA이며, 일반적

으로 다수의 STA에 의하여 DS로의 동시 액세스를 허용한다.

802.11a/b/g WLAN 표준에 따르는 시스템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서비스 품질(QoS) 가능 WLAN이 또한 알려

지고 있다. QoS 솔루션/사양은 독점적 솔루션과 표준화 솔루션 간에 다양하며, 상기 표준화 솔루션은 두 형태의 QoS 스킴

들, 즉 802.11e EDCA(Enhanced Distribution Coordination Function)와 802.11e HCCA(Hybrid Coordination

Function) 스킴을 갖는다.

802.11e QoS 설비는 QoS 향상된 기본 서비스 세트(QBSS)에서만 사용되는 새로운 HCF(Hybrid Coordination Functin)

을 정의한다. HCF는 두 모드의 동작, 경합(contention) 동작을 갖는 HCF(또한 EDCA로서 알려짐)와 폴링 액세스(polled

access) 동작을 갖는 HCF를 갖는다.

이들 채널 액세스 기능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송신 기회(Transmission Opportunity)(TXOP)이다. TXOP는,

STA가 주어진 기간 동안 프레임들을 송신하는 것을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이다. TXOP 동안, STA는 TXOP에서 가능한 많

은 프레임들을 송신할 수 있고, 데이터와 연관된 트래픽 클래스(TC)에 따라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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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A와 HCCA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승인 제어(admission control)가 다뤄지는 방법에 있다. EDCA에서, 승인 제어

는 분배된 승인 제어(DAC) 기능에 의하여 다뤄지며, 각 TC에 대한 매체의 사용 퍼센티지를 측정한다. 미사용된 매체의 퍼

센티지는 TC에 대한 사용가능한 송신 버짓(available transmission budget)으로서 알려져 있다. 송신 버짓이 영에 접근함

에 따라, 새로운 트래픽 흐름의 부가 또는 현 트래픽 흐름의 수정에 제한이 부여된다.

HCCA에서, STA는 트래픽 흐름의 TC에 기초하여, 각 트래픽 흐름에 대한 특정 예약 파라미터들을 요청한다. 다음, HCF

는 요청하는 STA에게 대체 세트의 파라미터들을 거부하고, 허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은 DAC보다 더 강건하나

(robust), 트래픽 흐름이 적절하게 스케쥴될 필요가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WLAN에서 서비스 품질(QoS)을 관리하는 방법은 트래픽 흐름을 수신함으로써 시작한다. 트래픽 흐름은 트래픽 흐름의

QoS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트래픽 클래스(TC)로 매핑된다. 액세스 클래스(AC)의 송신 버짓이 계산되고, 각 AC는 적어도

하나의 TC를 포함한다. 송신 버짓이 트래픽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계산함으로써, 트래픽 흐름이 승인될 수 있

는 지를 판정한다. 트래픽 흐름이 승인되면, TC의 파라미터들이 조정되고, 현 트래픽 흐름과 새롭게 승인된 트래픽 흐름

간의 TC 충돌이 관리된다.

WLAN에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트래픽 스트림의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트래픽 사양(TSPEC)을 포함하여,

트래픽 스트림 요청을 수신함으로써 시작한다. TSPEC에 포함된 파라미터들이 분석되어,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될 수 있는

지가 판정된다. 트래픽 스트림이 파라미터들의 변경없이 승인될 수 있으면,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된다. 트래픽 스트림이

파라미터들을 변경시킴으로써 승인될 수 있을 것이면, 파라미터들이 재협상된 후, 재협상된 파라미터들을 갖는 트래픽 스

트림이 승인된다.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될 수 없을 것이면, 거부된다.

실시예

예로써 주어지는 바람직한 실시예의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을 더 상세히 이해할 것이며, 첨부된 도면을 참조

하여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QoS 구조(100)를 도시한다. 구조(100)는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EDCA(enhanced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또는 HCF(hybrid coordination function) HCCA(controlled channel access) 스킴

들에 용이하게 적용가능하다. 구조(100)는 물리 계층(102),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104), 및 네트워크 계층(106)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계층(106)은 트래픽 분류기, 트래픽 쉐이핑(traffic shaping), 스케쥴러, 파라미터화

(parameterization), 승인 제어, 트래픽 모니터링/폴리싱(policing) 및 적응을 포함한다.

도 2는 송신을 위한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QoS 처리(200)를 도시한다. 트래픽 흐름(즉,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패킷)이 보다 높은 계층들로부터 수신된다(단계 202). 트래픽 흐름은 수신된 통신 데이터의 특정 형태에 대한 QoS 요구 사

항에 따라 트래픽 클래스(TC)로 분류된다(단계 204).

승인 제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은 대역폭과 대기 시간(latency)과 같은, AP로부터 특정 리소스들을 요청한다. QoS 요구 사

항, 네트워크 부하, 무선 매체 조건들 및 트래픽 흐름에 따라, 이들 요청들은 승인 제어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거부될 수 있

다(단계 206).

트래픽 쉐이핑은 채널을 오버로드하지 않도록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단계 208). 트래픽 쉐이핑 동안, 일부

데이터의 송신이 지연될 수 있고, 및/또는 과잉 데이터는, 최대 데이터 레이트 또는 양이 도달되면 드롭될 수 있다.

스케쥴러는, 트래픽 흐름의 우선도 및 그 QoS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상이한 트래픽 흐름들의 채널 액세스를 제어함으로

써, 언제 데이터 패킷들이 송신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MAC 파라미터화 프로세스는 QoS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설정하고 동적으로 조정한다. 이들 파라미

터들은 각 TC에 대하여 설정되고, 최소 경합 윈도우(CWmin) 값, 최대 경합 윈도우(CWmax) 값, 임의 인터프레임 스페이

스(AIFS) 값, 지속 팩터(persistence factor)(PF) 값, 및 TXOP 값을 포함한다(단계 212). EDCA에서, 경합 윈도우(CW)

는 충돌 후 PF 값에 의하여 확장된다. PF 값은, CW가 충돌 후 두배, 세배 등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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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패킷들이 트래픽 흐름을 제어하도록 모니터링되고 폴리싱된다(단계 214). 업스트림 패킷 내부-도착 시간(패킷 타

임스탬프로부터)과 다운스트림 패킷 내부-발송 시간이 모니터링된다. 놓친 데드라인수(특정 서비스 형태에 대하여 허용된

지연보다 몇회 데이터가 더 오래 지연되었는지)와 지연 변동(즉, 지터)와 같은, 각 흐름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시스템 설정에 대한 조정이 행해져 네트워크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적응된다(단계 216). 적응 동안, 트래픽 모니터링

기능으로부터 획득된 피드백에 따라, 스케쥴러는 그 스케쥴을 변경하고; 보다 높은 계층들과의 계약을 재협상하고, 상기

스케쥴러는 보다 높은 계층이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특정 서비스들에 대한 대역폭을 덜 제공하고, 보다 소수의 사용자들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낮은 우선도 트래픽 흐름을 드롭하고; 또는 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파라미터들을 변경한

다.

피드백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의 적응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피드백을 제공한다(단계 218).

DCF-기반 QoS 처리

도 2와 함께 설명된 일반적인 개요는 DCF-기반 QoS 알고리즘과 처리에 대하여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DCF 경우에 대

하여, 모든 트래픽 흐름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트래픽 흐름들 중에서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자 당 다

운링크 액세스 기회들의 상대적 수는 스케쥴링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다. 상이한 개념의 공정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예컨

대,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량의 다운링크 대역폭을 가지며,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굿풋(goodput)을 가지며(재송신에 의

한 스루풋), 모든 패킷들이 유사한 큐잉 지연을 갖는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업링크 스케쥴링이 직접적으로 제어될 수 없어도, TCP 트래픽에 대하여, 업링크 TCP ACK들을 분배 시스템에 보내기 전

에, AP가 이 업링크 TCP ACK 들을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STA가 송신하는 업링크 트래픽의 레이트의 일부 간접적

인 제어를 허용한다.

DCF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스케쥴링 정책과 일치하는, 트래픽 쉐이핑에서 패킷-폐기(packet-discard)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예컨대, 사용자 대역폭이 너무 높거나, 패킷이 너무 길게 또는 랜덤하게 큐잉되었다면 패킷들을 폐기). 사용자의 최대

다운링크 대역폭은 혼잡(congestion) 시간 동안 MAC 스케쥴링 기회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제한될 수 있다. 다운링크 스케

쥴링은 패킷들의 큐잉 지연을 제어하는 것에 기초하여 우선화될 수 있다.

높은 에러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의 다운링크 대역폭은 제한될 수 있다. 높은 에러 레이트를 갖는 링크는, 다음 송신이 에러

일(대역폭 낭비) 확률이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러는 또한, AP가 그 경합 윈도우를 증가시켜, 대역폭으로의 액세스

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CF-기반 처리 동안, 승인 제어는 사용되어 사용가능한 무선 리소스들과 링크 조건들에 따라 사용자들을 승인하는 데 사

용된다. 사용자들이 승인된 후, 트래픽 쉐이핑이 트래픽을 지연시키거나 패킷들을 드롭시킴으로써 오버로드 상황을 다루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스케쥴러는 공정성을 포함하여 많은 기준에 기초하여 다음 패킷을 어떤 사용자가 송신하는 지를 선

택하는 데 사용된다.

EDCA-기반 QoS 처리

도 3은 EDCA-기반 QoS 처리(300)에 대한 고-레벨 흐름도를 도시한다. 트래픽 흐름(즉, 하나 이상의 데이터 패킷)이 보

다 높은 계층들로부터 수신된다(단계 302). 트래픽 흐름은 그 QoS 요구 사항에 기초하여 적절한 트래픽 클래스(TC)로 매

핑된다(단계 304). 트래픽 흐름은 바람직하게는, QoS 요구 사항과, 네트워크 성능(즉, 채널 품질과 트래픽 부하)에 대한 이

전 관찰 윈도우에 기초하여 상이한 TC 들로 동적으로 매핑된다. 각 패킷의 우선도가, 시스템의 현 트래픽 부하, 최종 비콘

간격에 대한 측정, 및 네트워크 조건들과 함께 체크된다(단계 306).

QoS의 목적은 저-우선도 트래픽으로부터 고-우선도 트래픽을 분리하는 것이다. WLAN에서, 매체를 오버로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고-우선도 트래픽 흐름을 다른 고-우선도 트래픽 흐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

다. WLAN의 사용가능한 리소스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트래픽 흐름을 승인하는 지에 대한 판정을 행함으

로써 이 목적을 위하여 승인 제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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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제어(EDCA를 갖는 DAC)에서, 송신 버짓이 각 액세스 카테고리(AC)에 대하여 정의되고, 각 TC는 AC로 매핑되며,

AC는 하나보다 많은 TC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스킴은 QoS 요구 사항의 각 클래스(AC 당 정의된)에 대한 지연 및 대기 시

간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송신 버짓은, 놓친 데드라인 수, 스루풋, 및 지연 변동과 같은 이전의 관찰 윈도우에 대하여 관찰

된 측정에 따자 적응된다. 송신 버짓은 또한 트래픽 모니터링/폴리싱 기능으로부터 피드백에 따라 조정된다.

트래픽 흐름이 승인 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판정하기 위하여(단계 308), 송신 버짓이 평가된다. 충분한 리소스가 있으면

(즉, 송신 버짓이 트래픽 흐름을 지원하는 데 충분히 크면), 트래픽 흐름이 단지 승인될 것이다. AC 당 송신 버짓은 AC에

대한 최대 허용된 송신 버짓 - 이미 AC에 의하여 사용된 송신 버짓과 동일하다.

승인 기준이 만족되면(단계 308), 현 트래픽 클래스에 대한 파라미터는 최근 조건들과 관찰된 측정에 기초하여 동적으로

조정된다(단계 310). 승인 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트래픽 흐름이 폐기되거나 버퍼링된다(단계 312). 트래픽 흐름이 폐기

되거나 버퍼링되는 지의 여부는 그 우선도(예컨대, 서비스의 형태 또는 클래스)에 기초한다. 보다 높은 우선도 트래픽 흐름

이 버퍼링되면, 보다 낮은 우선도 트래픽 흐름이 폐기된다. 예컨대, 트래픽 흐름이 응급 서비스 데이터에 관련되면, 버퍼링

될 것이며, 트래픽 흐름이 FTP 데이터와 같은 통상의 배경 데이터와 관련되면, 폐기될 것이다. 트래픽 흐름이 버퍼링되면,

처리(300)는 상술된 바와 같이 단계 308로 계속 간다.

현 트래픽 흐름이 승인되거나 폐기된 후, 스케쥴러는 각 트래픽 흐름의 우선도에 기초하여 내부 데이터 충돌을 관리하고,

트래픽 모니터링 보고에 따라 각 TC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동적으로 조정한다(단계 314). 다음, 처리는 종료한다(단계

316).

HCF 제어 채널 액세스-기반 QoS 처리(HCCA)

도 4는 HCF 제어 채널 액세스(HCCA)-기반 QoS 처리(40))를 도시한다. 처리(400)는 트래픽 스트림을 부가하거나 수정하

는 요청을 수신함으로써 개시한다(단계 402). 요청은 트래픽 스트림과 연관된 TSPEC에서 트래픽 스트림을 위한 예약 파

라미터들을 포함한다. 사용 가능한 채널 용량, 링크 조건, 재송신 제한, 우선도 및 TSPEC의 QoS의 요구 사항이 체크된다

(단계 404). 최소 및 최대 서비스 간격들과 TXOP 기간과 같은 스케쥴링 파라미터들이 판정된다(단계 406). 다음, 트래픽

스트림이 요구되는 레이트와 지연 경계로 승인될 수 있는 지의 판정을 행한다(단계 408). TSPEC 파라미터들로부터, 트래

픽 스트림 요구 사항은 사용 가능한 송신 버짓과 비교된다. 비콘 기간 동안 트래픽 스트림을 송신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트

래픽 스트림의 QoS 요구 사항들을 만족하는 데 요구되는 사용 가능한 시간보다 작으면(즉, 송신 버짓이 트래픽 스트림을

수용하는 데 충분히 크다면), 부가된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될 것이다.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될 수 없으면, 트래픽 스트림 요청이 거부되고(단계 410), 처리가 종료된다(단계 412).

트래픽 스트림이 보다 낮은 요구 사항들로 부분적으로 승인될 수 있으면(단계 408), TSPEC은 보다 높은 계층들과 재협상

하여 수정되어, 일반적으로 트래픽 스트림이 대체 데이터 레이트로 승인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단계 414). 보다 높은

계층들과 다른 파라미터들을 재협상할 수 있고, 데이터 레이트는 트래픽 스트림에 대하여 할당된 대역폭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가장 빈번하게 조정된다.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 기준을 만족하면(단계 408), 트래픽 스트림이 승인되고, 트래픽 모니터링/폴리싱과 적응 기능이 실

시되어 시스템 성능에 관하여 스케쥴러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위반하는 트래픽 스트림을 드롭할 수 있다(단계 416). 위반

하는 트래픽 스트림은, (1) 매체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재-송신, 또는 (2)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예측된 트래

픽 레벨보다 많은 트래픽 레벨을 송신하는 보다 높은 계층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서, 보다

낮은 우선도 트래픽 스트림이 혼잡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드롭될 수 있다.

서비스 스케쥴이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어(단계 418), 처리가 종료한다(단계 412). 서비스 스케쥴은, 어떤 트래픽 스트림

이 비콘 기간 동안 송신될 것인지를 포함하여, 어떻게 트래픽이 각 비콘 기간 동안 스케쥴되는 지를 지시한다. 서비스 스케

쥴인 바람직하게는 트래픽 모니터링과 이전 관찰 윈도우에 대한 관찰된 측정으로부터의 피드백에 기초하여 적응된다.

상기 설명은 예로써만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802.11형 시스템에 참조하였다. 본 발명과 일관성있는 다른 변형 및 수정이

당업자에 의하여 인정될 것이다.

본 발명의 특징들 및 요소들이 특정 조합에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설명되어도, 각 특성 또는 요소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바람직한 실시예의 다른 특징들 및 요소들 없이), 또는 본 발명의 다른 특징들 및 요소들과의 다양한 조합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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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었으나, 많은 수정 및 변경이 본 발명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상기 설명은 어떻게든 특정 발명을 예시화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은 아

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QoS 구조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일반적인 QoS 처리의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EDCA-기반 QoS 스킴의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HCF 제어 채널 액세스-기반 QoS 스킴의 흐름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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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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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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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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