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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장치

(57) 요약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는,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

선 자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며,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단말과, 상기 제1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스캔되는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에 따라 점유율이 최

소 상태인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을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제1단말에 송신하는

제2단말을 포함하여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는, 수신 단말이 송신 단말로부터 수신

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도록 하여,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을 사용하

여 송수신 양 단말이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송수신 단말간이 최상의 전송율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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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scan)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Quality)

정보를 설정하며,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

는 제1단말; 과

상기 제1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스캔되는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에 따라 퀄

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제1

단말에 송신하는 제2단말을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은,

상기 퀄리티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기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의 상태는,

상기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및 가용 폭(Bandwidth)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은,

상기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기 점유율 및 에러율이 낮고, 상기 가용 폭이 높은 무선

자원에 높은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말은,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제1단말의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저장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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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되는 상기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

송율과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

행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말은,

상기 수신되는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와 함께 상기 송신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포함시키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

여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는 테이블 관리부;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상기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에 송신하는 프레임 처리부; 및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로부터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

기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는 전송율 감지부를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의 상태는,

상기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및 가용 폭(Bandwidth)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처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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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로부터 상기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상기 테이블 관리부의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

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 정보와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시킨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다른 단말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제1 및 2 단말이 각각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1단말이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제2단말에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제1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무선 자원의 퀄리티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수신된 무선 자원의 퀄

리티 식별 정보와 상기 설정한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들에 따라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제1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자원의 상태는,

상기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및 가용 폭(Bandwidth)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말이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송신할 프레임이 생성되거나, 기 설정 주기에 따라 상기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여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

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말이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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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기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여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

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이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수행하는 통신을 오버히어링하여 상기 주변 단말들이 사용하는 무선 자원들을 검출하

고, 상기 검출된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전송율은,

상기 수신 강도에 비례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송

신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더 포함시키는 단계; 와

상기 제1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

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5.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

는 단계; 와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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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한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따른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란, 기존의 네트워크와 같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통신을 수행하

는 것이 아닌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 무선 단말들 상호간의 라우팅으로 데이터 송수신 등의 통신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이다. 애드 혹 네트워크는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중앙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의 무선 단말이 상호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한다.

따라서, 애드혹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무선 단말들은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의 도움 없이 패킷 송수신

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서버 등의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애드 혹 네트워크를 IBSS(Independent

Basic Service Set)라고도 하며, 애드 혹 네트워크에 있는 무선 단말은 통신 영역 내에 존재하는 다른 무선 단말과 직접 통

신을 한다.

일반적으로 애드 혹 네트워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간동안 구성되는 몇 개의 무선 단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애드 혹 네트워크가 이용되는 예로, 회의실에서 미팅할 때 임시로 구성되는 애드 혹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는 한정된 무선 자원(즉, 채널: Channel)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에

서 데이터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각 단말들은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단말들이 효

율적으로 무선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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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Ad hoc Network)는,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scan)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Quality) 정보를 설정하며,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는 제1단말; 상기

제1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스캔되는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에 따라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제1단말에

송신하는 제2단말을 포함한다.

상기 각 단말은, 상기 퀄리티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기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프레임 전

송 요청 메시지를 생성한다.

상기 무선 자원의 상태는, 상기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및 가용 폭(Bandwidth)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상기 각 단말은, 상기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기 점유율 및 에러율이 낮고, 상기 가용

폭이 높은 무선 자원에 높은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다.

상기 제2단말은,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제1단말의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저장한다.

상기 제1단말은, 상기 수신되는 상기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제2단말은, 상기 수신되는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퀄

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와 함께 상기 송신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포함시킨다.

상기 프레임 전송율은, 상기 수신 강도에 비례한다.

상기 각 단말은, RTS 프레임에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를 포함시킨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송신한다.

상기 각 단말은, CTS 프레임에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시킨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송신한

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은,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

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여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는 테이블 관리부; 상기

테이블을 이용하여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상기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에 송신하는 제어부;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로부터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

에 대응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는 전송율 감지부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 자원의 상태는, 상기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및 가용 폭(Bandwidth)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은,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

기 무선 자원들의 점유율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여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는 테이블 관리부; 상

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는

전송율 감지부;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로부터 상기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

지가 수신되면, 상기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상기 테이블 관리부의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퀄

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 정보와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시킨 프

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다른 단말에 송신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는,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

의 점유율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며,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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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는 RTS 프레임을 송신하는 제1단말; 상기 제1단말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스

캔되는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에 따라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무선 자원 정보를 포함

시킨 CTS 프레임을 생성하여 상기 제1단말에 송신하는 제2단말을 포함한다.

상기 제1단말은, 상기 수신되는 상기 CTS 프레임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상기 제2단말은, 상기 수신되는 상기 RTS 프레임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와 함께 상기 송신하는 CTS 프레임에 포함시킨다.

한편,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제1

및 2 단말이 각각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

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1단말이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

송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제2단말에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제1단말로부터 수신된 상기 무선 자원의

퀄리티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상기 수신된 무선 자원의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상기 설정한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들에 따

라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하는 프레임 전

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제1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무선 자원의 상태는, 상기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및 가용 폭(Bandwidth)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상기 제1단말이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송신할 프레임이 생성되거나, 기 설정 주기에 따라

상기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여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다.

상기 제2단말이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거나, 기 설

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여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다.

상기 각 단말이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수행하는 통신을

오버히어링하여 상기 주변 단말들이 사용하는 무선 자원들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제1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의 수

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프레임 전송율은, 상기 수신 강도에 비례한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

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송신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더 포함시키는 단계; 상기

제1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

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

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송신한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따른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점유율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로부터 상기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무선 자원별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상기 설정된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비교하여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시킨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를 상기 다

른 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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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다른 단말로부터 상기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

는 경우에 상기 수신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송신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포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제1 및 2 단말이 각각 상기 네트

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을 스캔하고, 상기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제1단말이 상기 퀄리티 정보에 따른 상기 각 무선 자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는 RTS 프레임을 생성하여 상기 제2단

말에 송신하는 단계;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수신된 상기 각 무선 자원의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상기 설정한 무선 자원별 퀄리

티 정보에 따라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선택된 무선 자원의 정보를 포함하

는 CTS 프레임을 상기 제1단말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제1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CTS 프레임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상기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

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2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은, 상기 제2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RTS 프레임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여 상기 송신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더 포함시키는 단계; 상기 제1단말이 상기 수신되는

CTS 프레임에 포함된 상기 프레임 전송율과 상기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송수

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Mobile ad hoc Network)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해 첨부

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 혹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이하 '단말'로 칭함)들을 포함하도록 구성

될 수 있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는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중앙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으며, 각각의 단

말이 상호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말들은 기지국이나 액세스 포인트의 도움 없

이 데이터 프레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터, 서버 등의 동작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단말들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사용하는 무선 자원들을 스캐닝하고, 스캔된 무선 자원 상태에

따른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Quality)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무선 자원 상태'는 무선 자원의 점유율, 에러율

(Error rate), 최대의 가용 폭(Bandwidth)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자원의 점유율'은 스캐닝되는 각 무선 자원을 무선

단말이 점유하여 각 무선 자원을 통해 무선 단말들 간에 송수신되는 프레임의 송수신 빈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선 자원별 퀄리티는 점유율 및 에러율이 가장 낮고 최대 가용폭이 가장 큰 순으로 높은 퀄리티를 부여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단말은 무선 자원 퀄리티 정보를 이용하여,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과의 데이터 프레임 송수신에 사용

할 수 있는 최적의 무선 자원 및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

한편, 무선 자원은 채널(Channel), 멀티 라디오(Multi Radio) 등의 상위 개념으로 지칭한 것이며, 이하 무선 자원의 일 실

시예로 채널을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단말의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100)은, 무선 인터페이스부(110), 저장부(120) 및 중앙 처리부(130)를 포함하며, 중앙 처리

부(130)는 테이블 관리부(140), 전송율 감지부(150) 및 프레임 처리부(160)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인터페이스부(110)는 무선 매체를 통해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다른 단말에 프레임을 전송하거나, 무선 매체를 통해

프레임을 수신할 수 있다.

저장부(120)는 해당 단말(100)의 운용 프로그램 정보, 사용 가능한 채널 및 프레임 전송율을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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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처리부(130)는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분석하여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고, 송수신 프레임을 관리할 수 있

다. 또한 중앙 처리부(130)는 다른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프레임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

즉, 중앙 처리부(130)의 테이블 관리부(140)는 설정 주기에 따르거나 데이터 프레임 송수신 전에 무선 인터페이스부(110)

를 통해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스캔하고, 스캔된 채널들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테이블 관리부(140)는 주변 단말들 간에 수행되고 있는 통신을 오버히어링(Overhearing)하여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채널 상태'는 채널의 점유율, 에러율(Error rate), 최대의 가용 폭(Bandwidth)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블 관리부(140)는 분석된 채널 상태에 따라 각 채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여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

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은 단말(100)이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 순으로 높은 퀄리티가 부여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은 주변 단말들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가장 낮은 점유율 및 에러율을

가지고, 가장 높은 가용 폭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 단말(100)의 전송율 감지부(150)는, 다른 단말로부터 수신되

는 프레임을 통해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

즉, 수신 단말의 전송율 감지부는 송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RTS 프레임을 통해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고, 송신 단말의 전송율 감지부는 수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CTS 프레임을 통해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프레

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

프레임 처리부(160)는 테이블 관리부(140)의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프레

임 전송 요청 메시지 즉, 대표적으로 RTS 프레임(이하 'RTS 프레임'으로 칭함)을 생성한다.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는 퀄

리티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채널을 식별한 정보이다.

또한, 프레임 처리부(160)는 다른 단말로부터 수신된 RTS 프레임이 포함하는 채널 식별 정보와 테이블 관리부(140)가 관

리하는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비교하여, 퀄리티가 가장 높은 즉,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을 선택한다. 그리고, 프레

임 처리부(160)는 선택한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을 포함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 즉, CTS 프레임(이하 'CTS 프레

임'으로 칭함)을 생성한다.

한편, 전송율 감지부(150)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함에 있어서, 프레임 처리부(160)에 의해 생성되어 송신된 RTS 프레임

에 대응하는 CTS 프레임이 수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면, CTS 프레임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프레임 전송율은 송수신 단말간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에 사용될 전송율로, CTS 프레임의 수신 강도에 반비

례한다.

또한, 전송율 감지부(150)는 다른 실시예료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함에 있어서, 송신 단말로부터 RTS 프레임을 수신하는

경우 RTS 프레임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도 있다.

이하,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무선 단말간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단말간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단말(100a, 100b)은 먼저, 설정 주기에 따라 애드 혹 네트워

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스캔하고(S101), 스캔된 채널들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S102). 또한, 송수신

단말(100a,100b)은 스캔된 채널과 더불어, 오버히어링되는 채널들의 상태 또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송수신 단말(100a,100b)은 분석된 각 채널의 상태에 따라 각 채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

블을 생성한다(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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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 송수신 단말(100a,100b) 중 송신 단말(100a)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에서 데

이터 프레임을 송신하고자 하는 수신 단말(100b)에 RTS 프레임을 송신할 경우, 생성한 퀄리티 테이블을 이용하여 퀄리티

정보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널을 식별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RTS 프레임을 송신할 수 있다

(S104).

한편, 수신 단말(100b)은 송신 단말(100a)로부터 RTS 프레임이 수신되면, 수신된 RTS 프레임에 포함된 채널 퀄리티 식

별 정보를 검출하여 저장한다(S105). 수신 단말(100b)은 저장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와 자신이 생성하여 포함하고 있는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을 선택한다(S106). 여기서, 최적의 채널은 애드 혹 네트워

크 상에서 주변 단말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높은 가용 폭을 가지고, 점유율 및 에러율이 가장 낮은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신 단말(100b)은 선택한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을 포함한 CTS 프레임을 생성하여 송신 단말(100a)에 송신한

다(S107).

송신 단말(100a)은 송신 단말(100a)로부터 CTS 프레임이 수신되면, CTS 프레임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S108). 여기서, 프레임 전송율은 송수신 단말(100a,100b)간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에 사

용될 전송율로, 수신 강도에 비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송신 단말(100a)은 수신된 CTS 프레임에 포함된 최적의 채널을 검출한 후, 수신 단말(100b)에 송신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S109),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검출된 채널과 프레임 전송율을 이용하여 수신 단말(100b)에 송신할

수 있다(S109).

한편, 송수신 단말(100a,100b)은 설정 주기에 따라 채널을 스캔하여 퀄리티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고, 다른 실시예로 RTS

프레임 송신이 필요한 경우 또는 CTS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에만 채널을 스캔하여 퀄리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방법은 송수신 단말(100a,100b)의 동작 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송수신 단말(100a,100b)이 설정 주기에 따라 채널을 스캔하여 퀄리티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은, 통신 시간을 감소

시키는 장점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단말은 각각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각 무선 자원별 퀄리

티 정보를 설정하고, 프레임 전송 요청 및 응답 메시지를 이용하여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선 자원을 선택하여 데이터 프레

임을 송수신함으로써,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 송신 단말은, 수신 단말에 송신한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여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에 따라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고,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을 사용하여 수신 단말과의 데이터 프레임 통신

을 수행함으로, 수신 단말과 최상의 전송율로 데이터 프레임을 송수신 할 수 있다.

한편,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단말(100a)이 수신되는 프레임 전송 응답 메시지 즉, CTS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 전송율를 검출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 다른 실시예로 수신 단말(100b)이 송신 단말(100a)로부터 수

신되는 프레임 전송 요청 메시지 즉, RTS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수신 단말(100b)이

RTS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는 경우는, 수신 단말(100b)이 CTS 프레임에 최적의 채널과 함께 검출한 프

레임 전송율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송수신 단말 이외의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다른 단말들이 오버히어링을 통하여, 송수신 단말 간에 교환

되는 RTS 프레임 및 CTS 프레임에 포함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 및 프레임 전송율을 획득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TS 프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RTS 프레임은 프레임 제어 필드의 부유형에 RTS 프레임임을 설정하고, 추가 데이터에 채널 퀄

리티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RTS 프레임은 지속(duration) 필드에 수신 단말로부터 최적의 채널이 포함된 CTS 프레임을 수신하기에 충분한 시

간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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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TS 프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CTS 프레임은 프레임 제어 필드의 부유형에 CTS 프레임임을 설정하고, 추가 데이터에 사용 가

능한 최적의 채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CTS 프레임은 지속 필드에 송신 단말과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검출한 채널의 사용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수신 단말이 RTS 프레임을 통해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경우, CTS 프레임은 다른 실시예로, 최적의 채널과 함께

검출한 프레임 전송율을 포함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CTS 프레임을 나타낸 도면이다.

다음으로 송수신 단말 각각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송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단말은, 설정 주기에 따라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스캔한

다(S201).

송신 단말은 스캔된 채널들의 상태를 분석하고(S202), 각 채널의 상태에 따라 각 채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 채널 퀄리

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다(S203). 여기서, 송신 단말은 주변 단말들로부터 오브히어링된 채널들의 상태도 함께 분석하여

각 채널의 상태에 따른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송신 단말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임의의 단말 즉, 수신 단말에 대한 데이터 전송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

었는를 판단한다(S204).

송신 단말은 데이터 전송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었을 경우, 생성된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RTS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를 수신 단말에 송신한다(S205).

RTS 프레임을 송신한 송신 단말은, 수신 단말로부터 CTS 프레임이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S206).

송신 단말은 수신 단말로부터 CTS 프레임이 수신되었으면, CTS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

송율을 검출한다(S207).

그리고, 송신 단말은 수신된 CTS 프레임에 포함된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율을 검출한다(S208).

송신 단말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S209), 검출한 채널과 프레임 전송율을

사용하여 수신 단말에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한다(S210).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송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 단말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임의의 단말 즉, 수신 단말에 대한 데이터 전송 요청이 사용

자로부터 입력되었는를 판단한다(S301).

송신 단말은 데이터 전송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었을 경우,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

을 스캔한다(S302).

그리고, 송신 단말은 스캔된 채널들의 상태를 분석하고(S303), 각 채널의 상태에 따라 각 채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 채

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다(S304). 여기서, 송신 단말은 주변 단말들로부터 오브히어링된 채널들의 상태도 함께 분

석하여 각 채널의 상태에 따른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송신 단말은 생성된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여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가 포함된 RTS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를

수신 단말에 송신한다(S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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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S 프레임을 송신한 송신 단말은, 수신 단말로부터 CTS 프레임이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S306).

송신 단말은 수신 단말로부터 CTS 프레임이 수신되었으면, CTS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

송율을 검출한다(S307).

그리고, 송신 단말은 수신된 CTS 프레임에 포함된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율을 검출한다(S808).

송신 단말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S309), 검출한 채널과 프레임 전송율을

사용하여 수신 단말에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한다(S310).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 단말은, 실시간 또는 미리 설정된 시간에 따라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스캔한다(S401).

수신 단말은 스캔된 채널들의 상태를 분석하고(S402), 각 채널의 상태에 따라 각 채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 채널 퀄리

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다(S403). 여기서, 수신 단말은 주변 단말들로부터 오브히어링된 채널들의 상태도 함께 분석하여

각 채널의 상태에 따른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송신 단말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임의의 단말 즉, 송신 단말로부터 RTS 프레임이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404).

수신 단말은 송신 단말로부터 RTS 프레임이 수신되었으면, 수신된 RTS 프레임에 포함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를 검출하

여 저장한다(S405).

그리고, 수신 단말은 검출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생성된 퀄리티 테이블을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을 선택

한다(S406).

수신 단말은 선택된 채널을 포함시킨 CTS 프레임을 생성하고(S407), 이를 송신 단말에 송신한다(S408).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이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 단말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임의의 단말 즉, 송신 단말로부터 RTS 프레임이 수신되었

는지를 판단한다(501).

수신 단말은 송신 단말로부터 RTS 프레임이 수신되었으면, 수신된 RTS 프레임에 포함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를 검출하

여 저장한다(S502).

그리고 수신 단말은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주변 단말들이 사용 중인 채널들을 스캔한다(S503).

수신 단말은 스캔된 채널들의 상태를 분석하고(S504), 각 채널의 상태에 따라 각 채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한 채널 퀄리

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한다(S505). 여기서, 수신 단말은 주변 단말들로부터 오브히어링된 채널들의 상태도 함께 분석하여

각 채널의 상태에 따른 채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수신 단말은 검출된 채널 퀄리티 식별 정보와 생성된 퀄리티 테이블을 비교하여 사용 가능한 최적의 채널을 선택한다

(S506).

수신 단말은 선택된 채널을 포함시킨 CTS 프레임을 생성하고(S507), 이를 송신 단말에 송신한다(S508).

한편, 도 10과 도 11에 도시된 수신 단말은 다른 실시예로, 송신 단말로부터 RTS 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에 RTS 프레임

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여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신 단말은, 검출한 프레임 전송율을 송신 단말에 송신하는 CTS 프레임이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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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술한 본 발명은 IEEE 802.11의 규약에 따른 프레임 교환을 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기타 규약에 따른 무선 네

트워크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는, 애드 혹 네트워크 상의

송수신 양 단말이 각각 네트워크 상의 무선 자원들의 상태에 따른 각 무선 자원별 퀄리티 정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프레임

전송 요청 및 응답 메시지를 이용한 협상을 통해, 별도의 메시지 절차없이 최적의 무선자원 및 전송율을 선택함으로써, 무

선 애드 혹 네트워크의 망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무선 에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 및 그 장치는, 수신 단말이 송신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프레임 전

송 요청 메시지의 수신 강도에 상응하는 프레임 전송율을 검출하도록 하여, 검출된 프레임 전송율을 사용하여 송수신 양

단말이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송수신 단말간이 최상의 전송율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애드 혹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단말의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송수신 단말간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무선 자원 퀄리티 정보 테이블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RTS 프레임을 나타낸 도면.

도 6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TS 프레임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CTS 프레임을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송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송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수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수신 단말의 무선 자원 처리 방법을 나타낸 순서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무선 단말 110 : 무선 인터페이스

120 : 저장부 130 : 중앙 처리부

140 : 테이블 관리부 150 : 전송율 감지부

160 : 프레임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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