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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매체

요약

무선 통신 시스템의 MAC 프레임에서, MAC 프레임에는 복수의 단말기에 대해서 단말 ID가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단말

ID가 할당된 각 단말기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연결 ID가 되며, 연결 ID가 할당된 각 연결에 대해 부반송파 할당 정보가

할당된다. 이러한 부반송파 할당 정보에는 복수의 부반송파에 대한 부반송파 할당 여부와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가 할당된다. 이때, 부반송파 할당 정보에 부반송파별로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와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

당 수를 동일한 비트를 사용하여 할당될 수 있다. 또는 부반송파 할당 정보에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가 먼저 할당

되고 할당된 부반송파에 대한 정보 비트 할당 수가 할당되거나, 부반송파 할당 정보에 부반송파별로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와 정보 비트 할당 수가 다른 비트를 사용하여 할당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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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MAC, 프레임, 부반송파, 채널 이득, 정보 비트, AP, 단말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신측에서의 오류 제어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신측에서의 오류 제어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OFDM 피드백 정보 전달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5는 복수의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부반송파별 채널 이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 내지 도 8은 각각 TDMA, FDMA 및 OFDMA 방식에서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개념도이다.

도 9는 복수의 사용자에 따른 시스템 효율을 비교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AC 프레임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11a는 채널 이득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b는 부반송파별로 할당된 비트 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구조에서 방송 구간에 전송되는 하향링크 또는 상향링크 맵 메시지 중에서 하향

링크 또는 상향링크 맵 정보 요소의 구조도이다.

도 13 내지 도 15는 각각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따른 부반송파 할당 정보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기 레인징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AP에 의한 단말기의 등록 허가 여부 판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통신 진행 중의 레인징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프레임 구성 방법과 오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OFDMA)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

템에서의 MAC 프레임 구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는 IEEE 802.16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실시간 폴링(polling) 서비스, 비

실시간 폴링 서비스, 최선(best effort, BE) 서비스 방식이 있다. IEEE 802.16 규격에서는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할당할

때 하나의 연결에 할당된 모든 시간 및 주파수 자원에 대하여 동일한 정보 비트 할당 수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채

널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채널 이득을 가지는 부반송파가 할당되므로 채널 특성에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시스

템 효율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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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을 채널 상태에 따라 적응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MAC 프레임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부반송파 할당 여부와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같이 부반송파 할당 정

보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첫 번째 특징에 따른 MAC 프레임을 설계하는 방법에 의하면, 각 단말기에 해당하는 연결 ID를 할당하고 연결

ID에 대한 부반송파 할당 여부와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부반송파 할당 정보에 할당한다.

이때,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에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같이 할당할 수 있다. 또는, 부반송파 할당 여

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할당하고 할당된 부반송파에 대한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할당하거나, 부반송파별로 부반

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와 정보 비트 할당 수를 같이 할당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두 번째 특징에 따르면, MAC 프레임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액세스 포인트(AP, access point)에 등록하는 방법

이 제공된다. MAC 프레임은 방송 구간 및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포함하는 하향링크 부프레임과 접근 구간 및 제2 관리 연

결 구간을 포함하는 하향링크 부프레임으로 나누어지며, 방송 구간으로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먼저 접근 구간을 통하여 AP는 단말기로부터의 레인징 요청을 수신하고, AP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통하여 레인징 할당 정보를 단말기에게 전달한다. 다음, AP는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레인징을 수행하고 제2 관

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단말기로부터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AP는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단말기에

게 등록 허용 여부를 전달한다.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액세스 포인트는 단말기로 방송 구간을 통하여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AP가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여 할당된 레인징 슬롯 정보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단말기로 전송하고, 할당된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레인징을 수행한다.

또한, AP는 데이터 통신 중에 제2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슬롯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단말기에

게 레인징 슬롯을 재할당하고 재할당된 레인징 슬롯 정보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다음, AP는 재할당된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세 번째 특징에 따르면 무선 통신 시스템의 단말기를 AP에 등록할 수 있도록 MAC 프레임을 설계하는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가 제공된다. 이 기능에 의하면, 단말기가 AP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접근 구간을 MAC 프레임에 할당하고, AP가 단말기로 할당된 레인징 정보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방송 구간을 MAC 프레임에 할당한다. 그리고 단말기가 AP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

향링크 관리 연결 구간을 MAC 프레임에 할당하고, AP가 단말기로 등록 허용 여부 및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

도록 하향링크 관리 연결 구간을 MAC 프레임에 할당한다.

본 발명의 네 번째 특징에 따르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제어 연결을 통하여 수신측과 발신측 사이에서 오류를 제어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에 따르면, 먼저 수신측과 발신측 사이에 제어 연결이 설정되고, 수신측에서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에 프레임별 MPDU(MAC protocol data unit)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 다음, 직전 프레임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acknowledge) 메시지를 구성하여 발신측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트래픽이 종료한 경우에 제어 연결이 해제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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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오류 제어 방법,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 설계 방법 및 단말기 등록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은 AP(access point)(100)와 복수의 단말기(200)를

포함하며, 하나의 AP(100)에 복수의 단말기(200)가 대응되어 OFDM 신호 방식으로 점 대 다점(point to multi-point) 통

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AP(100)는 이더넷 또는 외부 네트워크(300)에 연결되어 있으며, 복수의 단말기(200)와 무선

채널(400)을 통하여 무선으로 통신한다. 복수의 단말기(200)와 AP(100)는 하나의 무선 채널(400)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

로 충돌 없이 데이터가 전송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 시스템의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에서는 최선(BE, best effort) 서비스, 실시간 가변 비트

율(VBR, variable bit rate) 서비스 및 비실시간 VBR 서비스를 위한 연결 설정 과정이 요구된다.

실시간 VBR 서비스의 대표적인 트래픽은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비디오 스트림이다. 이러한 실시간

VBR 서비스를 위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데이터 전송률, 평균 데이터 전송률, 최대 버스트 허용치, 최소 데이터

전송률과 같은 트래픽 파라미터 및 최대 지연 시간, 지터 허용치, 데이터 손실율과 같은 QoS(quality of service) 파라미터

의 값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실시간 VBR 서비스의 대표적인 트래픽은 FTP(file transfer protocol)이다. 이러한 비실시간

VBR 서비스를 위한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데이터 전송률, 평균 데이터 전송률, 최대 버스트 허용치와 같은 트래

픽 파라미터 및 최대 지연 시간, 데이터 손실율과 같은 QoS 파라미터의 값이 필요하다. AP(100)의 스케줄러는 각 서비스

파라미터 값에 따라 해당 VBR 연결에 적합하게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BE 서비스의 대표적인 트래픽으로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등이

있다. BE 서비스의 경우 어떠한 서비스 파라미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각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BE 서비스의 경우 관련된 서비스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200)

가 AP(100)에 초기 등록될 때 미리 연결 설정을 할 수 있고 VBR 서비스는 그 서비스 파라미터에 따라 적절히 연결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VBR 서비스를 위한 연결이 설정되면, 단말기(200)는 매 MAC 프레임의 해당 연결의 마지막 데이터

MPDU(MAC protocol data unit)에 자신의 버퍼 상태를 피기배킹(piggybacking)함으로써 다음 프레임에 전송하고자 하

는 데이터량을 AP(100)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단말기(200)가 연결의 서비스 파라미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말기

(200)는 관리 연결을 이용하여 AP(100)와 자원 할당 변경에 관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변경 요청에 대해

AP(100)는 적절한 스케줄링을 통해 다음 프레임에 변경된 하향링크 맵과 상향링크 맵을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AP(100)는 단말기(200)가 요청한 자원 할당 변경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을 수용할 수도 있다.

단말기(200)의 AP 등록 과정에서 AP(100)는 해당 단말기에게 BE 서비스를 위한 연결 ID값을 할당한다. 그리고 단말기

(200)가 관리 연결을 통해 새로이 BE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AP(100)는 해당 단말기(200)의 BE 연결 ID값을 이용하여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 BE 서비스를 위한 연결이 설정되면 단말기(200)는 매 MAC 프레임의 해당 연결의 마지막 데이터

MPDU에 자신의 버퍼 상태를 피기배킹함으로써 다음 프레임에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량을 AP(100)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요청에 대해 AP(100)는 적절한 스케줄링을 통해 다음 프레임에 변경된 하향링크 맵과 상향링크 맵을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AP(100)는 단말기(200)가 요청한 자원 할당 변경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을 수용할

수도 있다. 또한 AP(100)는 무선 자원이 부족할 경우 BE 연결에 대해 다음 프레임에서 일정한 무선 자원 할당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BE 서비스는 항상 단말기(200)마다 하나씩 할당되어 있는 BE용 연결 ID값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리고 비실시간 VBR 또는 BE 연결 상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오류 제어 기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서는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이러한 오류 제어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수신측에서의 오류 제어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발신측

에서의 오류 제어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단말기(200)의 초기화 시 또는 새로운 서브네트워크로 등록 시 해당 AP(100)로의 등록 과정이 진행된다. 이때 단말기

(200)와 AP(100) 사이에 10비트 연결 ID에 의해서 구별되는 하나의 관리 연결이 설정된다. 일단, 단말기(200)와 A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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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관리 연결이 설정되면 단말기(200)는 AP(100)로부터 주기적으로 관리 연결용 무선 자원을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방식으로 할당받는다. 그리고 단말기(200)는 주기적으로 전송할 관리 MPDU 양

을 AP(100)에 보고하며 AP(100)는 해당 단말기(200)의 관리 MPDU 보고량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관리 연결을 위한 무선

자원을 단말기(200)에 할당한다. 단말기(200)는 이러한 관리 연결을 통해 새로운 연결 설정, 연결 변경, 연결 해제 등을

AP(100)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 연결용 채널에 대한 접근 정보는 방송 구간에서 방송 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관리 연결 상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을 위하여 오류 제어 기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 2를 참조하여 수신측에서의 오류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비실시간 VBR, BE, 관리 연결에서는 오류 제어

기능을 위하여 각각 제어 연결이 설정된다(S21). 수신측에서는 수신되는 트래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S22), 트래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래픽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S25).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레임별로 MPDU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S23). 그리고 직전 프레임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acknowledge) 메시지(ACK MPDU)가 구성

되어 전송된다(S24). 이러한 ACK 메시지에서 페이로드(payload) 필드에는 직전 프레임에서 전송된 MPDU 중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수신한 첫 번째 시퀀스 번호와 마지막 시퀀스 번호가 전송된다. 단, 직전 프레임에서의 데이터 전송이 없는 경

우에 ACK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는다. 그리고 트래픽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S25) 트래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어 연

결을 해제하고(S26), 트래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MPDU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S23).

다음, 도 3을 참조하여 발신측에서의 오류 제어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비실시간 VBR, BE, 관리 연결에 대해서 각각 제

어 연결이 설정되어(S31), 수신측에서 직전 프레임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MPDU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발신측

에서는 ACK MPDU가 도착했는지를 판단하여(S32) ACK MPDU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MPDU를 재전송한다(S36). ACK

MPDU를 수신하였으면 발신측에서는 프레임별 ACK MPDU를 분석하여(S33) 재전송 여부를 판단한다(S34).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CK MPDU의 페이로드 필드를 통해 직전 프레임에서 전송된 MPDU 중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수신

한 첫 번째 시퀀스 번호와 마지막 시퀀스 번호가 전송된다. 특히,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수신한 MPDU의 범위가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범위의 MPDU의 시퀀스 번호의 범위만이 페이로드 필드를 통해 전송된다. 이때, 직전 프레임을 통해 전송된

MPDU 중 제어 연결을 통해 보고된 시퀀스 번호 범위 외의 MPDU에 대해서는 재전송이 이루어진다(S35, S36). 그런데 만

약 제어 연결을 통해 보고된 첫 번째 시퀀스 번호가 직전 프레임을 통해 전송한 첫 번째 MPDU의 시퀀스 번호가 아니라면

직전에 전송한 모든 MPDU가 재전송된다. 발신측에서는 MPDU를 재전송한 후 트래픽이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S37), 트

래픽이 종료되었으면 제어 연결을 해제하고(S38) 트래픽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다시 프레임별 ACK MPDU를 분석한다

(S33).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오류 제어 기능은 오류 제어 대상인 연결의 유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다음, 도 4를 참조하여 단말기(200)에서 수행되는 OFDM 피드백 정보 전달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OFDM 피드백 정보 전달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각 부반송파별 하향링크 전송 품질을 AP(100)에 보고하기 위하여 각 단말기(200)는 프레임 단위로 각 부반송파별 전송 품

질을 신호 대 잡음 비로 측정한다(S41). 이때, 부반송파별 신호 대 잡음비가 이전에 보고한 신호 대 잡음 비와 비교하여 1

㏈ 이상 변하는 경우에(S42), 단말기(200)는 OFDM-FBCK MPDU를 구성하고(S43) 이를 AP(100)에 전달한다(S44). 이

때, 각 단말기(200)는 각 프레임별로 최대 한 개의 OFDM-FBCK MPDU를 AP에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이상과 같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물리 계층 설계에서 신호 변조 방식으로서 OFDM 신호 방식을

채택한다. OFDM 신호 방식은 다중 경로 페이딩 채널에 대하여 심벌간 간섭에 의한 성능 열화를 줄일 수 있으며 주파수 효

율이 높아서 주파수 대역폭이 제한된 통신 채널을 이용한 고속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많이 채택된다.

다음, 도 5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하나의 AP와 복수의 단말기 사이의 채널 특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복수의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부반송파별 채널 이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 내지 도 8은 각각 TDMA, FDMA 및

OFDMA 방식에서의 시간 및 주파수 영역 개념도이다. 도 9는 복수의 사용자에 따른 시스템 효율을 비교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하나의 AP(100)와 복수의 단말기(200)가 존재하는 경우, 채널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

지 않는 경우에도 단말기(200)와 AP(100) 간의 채널 특성은 각 단말기(200)마다 동일하지 않다. 즉, 도 5에 나타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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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OFDM의 한 부반송파의 채널 이득이 한 단말기(200a)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다른 단말기(200b, 200c, 200d)

에서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말기(200b, 200c, 200d)에게는 이 부반송파를 할당하고 단말기(200a)에게는

더 높은 채널 이득을 가지는 부반송파를 할당함으로써, 시스템 자원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즉, 각 단말기(200)가 겪는

채널 환경을 측정함으로써 각 단말기(200)의 측면에서 겪는 채널 이득이 가장 큰 부반송파 채널을 AP(100)와 해당 단말기

(200)간의 통신에 사용하도록 할당하여 주파수 자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일한 OFDM 심볼 구간에 대해서도 한

AP(100)와 정수개의 단말기(200)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접속 방식을 OFDMA(OFDM access) 방식이라

고 하며, 이처럼 채널 환경에 적응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OFDMA 방식을 적응형 OFDMA 방식이라 한다.

도 6 및 도 7에 나타낸 기존의 시간 분할 다중 접속(TDMA, time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방식이나 일반적인 주파

수 분할 다중 접속(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ccess) 방식에서는, 부반송파별 채널 이득의 차이를 고려하

지 않고 각 사용자에게 고정적으로 시간 또는 주파수 자원을 분배하므로 사용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단일 사용자의 경우와

동일한 채널 용량을 가진다. 반면에 본 발명의 실시예서와 같이 적응적으로 부반송파 채널을 할당하는 OFDMA 방식을 사

용하면,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사용자에 따라 채널 이득이 큰 부반송파 채널을 선택하여 할당함으로써 채널 용량을

높일 수 있다.

도 9에서 사용자 수가 4인 경우를 보면, 각 부반송파 채널의 변조 방식을 적응적으로 할당하는 OFDMA 방식(g1)의 경우

각 사용자별로 시간 또는 주파수 자원을 고정적으로 균일하게 배분하는 TDMA 또는 FDMA 방식(g2)에 비하여 시스템 효

율이 83% 정도 높으며, 적응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TDMA 또는 FDMA 방식(g3)에 비하여 시스템 효율이 33% 정도 높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에 속하는 단말기(200)는 여러 개의 연결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 각 연결당 독

립적인 변조 방식을 가지는 여러 개의 부반송파가 할당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모든 단말기는

하나의 연결만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설명한다.

이론적으로, 단말기(200)가 자신에게 할당된 부반송파 채널과 그 채널 이득, 그리고 전송되어져 오는 정보 전송 속도를 안

다면, 단말기(200)는 할당받은 각 부반송파 채널에 변조된 정보 비트 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반송파별 채널 이

득은 AP(100)와 각 단말기(200)에서 각자 채널 추정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다. 그러므로 AP(100)에서는 각 단말기(200)

에 할당된 부반송파 채널 목록과 정보 전송 속도에 대한 정보만을 단말기(200)에 전달하면 되므로 채널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부반송파 채널 목록과 정보 전송 속도에 대한 정보만을 전송하기 위한 MAC 프레임을 도 10 내지 도 15를 참

조하여 설명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MAC 프레임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11a는 채널 이득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이

며, 도 11b는 부반송파별로 할당된 비트 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한 MAC 프레임(500)은 시간적으로 하향링크 부

프레임(510)과 상향링크 부프레임(520)으로 나누어진다. 하향링크는 AP(100)로부터 각 단말기(200)로의 신호 전송을 위

한 채널이며 상향링크는 각 단말기(200)로부터 AP(100)로의 신호 전송을 위한 채널이다. 하향링크와 상향링크 채널을 배

분하기 위해서 시분할 이중화(time division duplexing) 방법이 사용된다. 하향링크 부프레임(510)은 그 기능에 따라 방송

구간(511)과 하향링크 데이터, 관리 및 제어 연결 구간(513)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상향링크 부프레임(520)은 그 기능

에 따라 접근 구간(521)과 상향링크 데이터, 관리 및 제어 연결 구간(522)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구간(511, 512, 521,

522)의 길이는 가변적이다. 슬롯은 OFDM 심벌의 정수 배로 정의되며 이들 구간(511, 512, 521, 522)이 서로 다른 길이

의 슬롯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접근 구간(521)은 처음 AP(100)로 접속을 시도하려는 단말기(200)들에 의해 사용되는

구간으로 이러한 단말기(200)들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구간이다. 방송 구간(511)에는 프리앰블, DD 메시지,

UD 메시지, 하향링크 맵 메시지, 상향링크 맵 메시지 등이 전송된다.

한편, 적응형 OFDMA 방식에서는 부반송파별로 정보 비트 할당 수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 AP(100)와 각 단말기(200)

가 계산한 채널 이득 추정 값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AP(100)와 단말기(200)의 채널 이득 추정 결과가 동

일하지 않는데, 이 경우 작은 오차 추정에 대해서도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패턴이 달라진다. 송신기와 수신기의 부

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패턴 해석 결과가 다를 경우, 할당 오차가 발생한 부반송파 채널에 할당된 모든 송신 비트 정보가

손실되어서 전체적인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도 11a 및 11b는 신호 대 잡음비가 10㏈인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채널에서의 채널 이득 추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도 11a는 동일한 채널에 대하여 49번째 프레임과 50번째 프레임에서의 채널 이득 추정 결과를 나타내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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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는 도 11a에서의 채널 이득 추정 결과에 의거하여 수신된 각 부반송파에 할당된 비트 수를 추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

11b에 나타낸 것처럼, 채널 이득 추정 결과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도 비트 할당 수의 추산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비트 할당 수 추산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도 1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프레임 구조에서 방송 구간에 전송되는 하향링크 또는 상향링크 맵 메시지 중에서 하향

링크 또는 상향링크 맵 정보 요소의 구조도이다.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하향링크 맵 또는 상향링크 맵 정보 요소(600)는 단말 ID(610), 단말

오프셋(620), 연결 ID(630), 반복 비트(640), 상향/하향 특성값(650), 시작 슬롯(660), 종료 슬롯(670), 물리계층 종류

(680) 및 부반송파 할당 정보(690)를 포함한다.

단말 ID 필드(610)는 AP(100)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기(200)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맵 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

드이다. 단말 ID는 초기 등록 절차 시 AP(100)에 의해 할당된다. 만약 단말 ID 필드(610)가 자신의 단말 ID와 일치할 경우

단말기(200)는 단말 ID 이후부터 단말 오프셋(620)이 가리키는 값 직전까지의 맵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나 단말 ID 필드

(610)가 자신의 단말 ID와 일치하지 않으면 단말기(200)는 단말 오프셋(620)이 가리키는 값만큼 건너 뛴 후 다음 단말 ID

필드(610) 값을 확인한다. 단말기(200)는 단말 ID 필드(610)가 자신의 단말 ID와 일치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단말기(200)는 여러 개의 연결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단말 ID(610) 및

단말 오프셋(620)에 의해 한정되는 구간 내에 여러 개의 연결을 가질 수 있다. 연결 ID(630), 반복 비트(640), 상향/하향

특성값(650), 시작 슬롯(660), 종료 슬롯(670), 물리계층 종류(680) 및 부반송파 할당 정보(690)는 각 연결에 할당된다.

연결 ID(630), 반복 비트(640), 상향/하향 특성값(650), 시작 슬롯(660), 종료 슬롯(670) 및 물리계층 종류 필드(680)는

고정된 길이를 가지며, 부반송파 할당 정보 필드(690)는 가변 길이를 가질 수 있다.

연결 ID 필드(630)는 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말기(200)에 대해 유일한 연결 ID이다. 연결 ID '0'은 AP(100)에 의해 예

약되어 있는 값으로 초기 등록 과정에서 사용된다. 반복 비트(640)는 해당 연결의 부반송파 할당 정보 필드(690)의 값이

바로 직전 연결의 부반송파 할당 정보 필드(690)의 값과 동일한 지 여부를 알려주는 비트이다. 예를 들어 해당 연결이 바로

직전 연결과 동일한 부반송파 할당 정보 필드(690)의 값을 가질 경우 반복 비트(640)의 값은 1로 설정되고 해당 연결 내에

부반송파 할당정보 필드(690)는 추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반복적인 부반송파 할당 정보(690)의 불필요한 할

당을 방지하여 대역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상향/하향 특성값 필드(650)는 하향링크 또는 상향링크의 정형화된 여러 개의 물리계층 파라미터 집합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이다. 시작 슬롯 및 종료 슬롯 필드(660, 670)는 각각 연결의 시작 슬롯과 종료 슬롯의 위치를 나타낸다. 물리계층 종

류 필드(680)는 시스템이 동작하는 물리 계층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리고 부반송파 할당 정보 필드(690)는 각 연결별로 할

당되는 부반송파 정보 및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포함한다.

다음, 도 13 내지 도 15를 참조하여 부반송파 할당 정보 필드(690)를 이용하여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단말기 또

는 연결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3 내지 도 15는 각각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에 따른 부반송파 할당 정보의 개략적인 구조도이다.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부반송파 할당 정보 구조(690)에서는 각 단말기 또는 연결마다의

부반송파 할당 여부와 각 부반송파의 정보 비트 할당 수가 동일한 비트로 전송된다. 예를 들어 도 13에서는 OFDM 심벌당

부반송파의 개수가 96개이고 부반송파당 최대 정보 비트 할당 수를 전달하기 2비트를 할당한 경우를 나타내었다. 이때, 각

부반송파에 할당되는 2비트 정보가 '00'이면 정보 비트가 할당되지 않으며 '01'이면 2비트의 정보 비트가 할당된다. 그리고

각 부반송파에 할당되는 2비트 정보가 '10'이면 4비트의 정보 비트가 할당되고 '11'이면 6비트의 정보 비트가 할당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나타내는 필드가 모든 부반송파에 대해서 할

당되므로 구현이 용이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서는 해당 단말기 또는 연결에 할당되지 않은 부반송파에 대해

서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추가하였지만, 이와 같이 하지 않고 할당되지 않은 부반송파에 대해서는 정보 비트 할당 수를 추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 1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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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부반송파 할당 정보 구조(690)에서는 각 단말기 또는 연결마다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691)가 먼저 전달된 후 할당된 부반송파들에 대해서만 정보 비트 할당 수(692)가 추가로

전달된다. 도 14에서는 예를 들어 OFDM 심벌당 부반송파의 개수가 96개이고 부반송파당 최대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표현

하기 위해 2비트가 사용된 경우를 나타내었다. 이때, 각 부반송파당 할당 여부를 전달하기 위해 1비트가 할당되어 있으며,

뒤에 할당된 부반송파에 대해서만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나타내는 필드가 추가되어 있다. 즉, 도 14에서 부반송파 할당 여부

필드값이 '1'인 1, 3, …, 91, 93 부반송파에 대해서는 정보 필드 할당 수를 나타내는 필드가 추가되어 있으며, 이 필드값은

각각 '01', '10', …, '11', '01'이다. 예를 들어 '01', '10', '11'은 각각 2, 4, 6비트의 정보 비트 할당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는 단말기 또는 연결에 할당되는 부반송파에 대해서만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나타내는

필드가 추가됨으로써 채널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 실시예에서는 해당 단말기 또는 연결이 자신에게 할당

된 부반송파의 위치를 먼저 기억해 두고 나중에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매핑시켜야 한다. 아래에서는 도 15를 참조하여 부반

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와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함께 전달하는 실시예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부반송파 할당 정보 구조(690)에서는 각 단말기 또는 연결마다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와 정보 비트 할당 수가 함께 전달된다. 도 15에서는 예를 들어 OFDM 심벌당 부반송파의

개수가 96개이고 부반송파당 최대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표현하기 위해 2비트가 사용된 경우를 나타내었다. 이때,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가 '1'인 경우(부반송파가 할당된 경우)에는 그 부반송파에 대한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나타내는 정보

가 추가된다.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나타내는 정보는 도 13 및 도 14에서 예를 들었던 '01', '10', '11'의 2비트 정보가 될 수

있다. 도 15에서는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가 '1'인 1, 3, …, 91, 93 부반송파에 대해서 '01', '10', …, '11', '01'인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나타내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서는 부반송파의 순서대로 부반송파 할당 여부를 판별하여 부반송파가 할당된 경우에만

그 부반송파에 대한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포함시킨다. 따라서 채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단말기 또는 연결이 즉

각적으로 정보 비트 할당 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예를 채널 낭비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각 프레임마다 자원 할당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단말기 또는 연결의 수가 통계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도 13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달 방식이 채널 낭비가 작고, 각 프레임

마다 자원 할당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단말기 또는 연결의 수가 통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도 14 및 도 15의 제2 및 제3 실

시예에 따른 전달 방식이 채널 낭비가 작다.

다음, 도 16 및 도 17을 참조하여 단말기(200)가 AP(100)로 초기 등록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초기 레인징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며,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AP에 의한

단말기의 등록 허가 여부 판단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단말기(200)가 AP(100)로 초기 등록하는 과정은 도 16에 나타낸 초기 레인징(ranging) 과정과 도 17에 나타낸 AP(100)

에 의한 단말기(200)의 등록 허가 여부 판단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레인징 과정은 처음으로 망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말기(200)가 AP(100)의 등록 허가를 받기 전에 AP(200)와의 시간

동기, 전력 레벨, 주파수 오프셋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단말기(200)가

AP(100)로부터 하향링크/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수신하고(S61), 접근 구간에서의 레인징 요청(RNG-REQ) 메시지를

AP(100)로 전달하여(S62), 1차 레인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1차 레인징은 접근 구간을 이용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

지며 1차 레인징이 성공하면 AP(100)는 단말기(200)에게 레인징 슬롯을 할당한다(S63).

다음, AP(200)는 특정 연결 ID를 통하여 레인징 응답(RNG-RSP) 메시지를 단말기(100)로 전달하고(S64), 이어서 하향링

크/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단말기(100)로 전달한다(S65). 하향링크/상향링크 맵 메시지에는 AP(100)에서 할당된 레인징

슬롯 할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향링크/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200)는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레인징 요

청(RNG-REQ) 메시지를 AP(100)로 전달하고(S66) AP(100)로부터 관리 연결을 통하여 레인징 응답(RNG-RSP) 메시지

를 수신한다(S67). 이와 같이 할당받은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2차 레인징을 수행함으로써 초기 레인징 과정이 완료된다.

초기 레인징 과정이 종료된 후,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말기(200)는 관리 연결을 통하여 등록 요청(REG-REQ) 메시

지를 AP(100)로 전달한다(S71). 등록 요청(REG-REQ) 메시지는 인증(authentication), 전송률(transmission rate),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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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등의 정보를 가진다. AP(100)는 등록 요청(REG-REQ) 메시지에 포함된 인증, 전송률 및 기능을 지원할 수 있

는지를 판단하고(S72), 관리 연결을 통하여 등록 응답(REG-RSP) 메시지를 전달하여 등록 허용 여부를 알려준다(S73). 등

록 결과가 성공으로 확인되면(S74) 초기 등록 과정이 종료된다(S75).

다음으로, 도 18을 참조하여 망에 접속하여 데이터 통신을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200)가 다시 레인징을 요청하는 경우의

레인징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데이터 통신 진행 중의 레인징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채널 상태의 변경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패킷 수신율이 저하될 경우에 단말기(200)는 다시 레인징을 수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단말기(200)는 관리 연결을 통하여 레인징 슬롯 요청(RNGSlot-REQ) 메시지를 AP(100)로 전달하고(S81),

AP(100)는 단말기(200)에게 레인징 슬롯을 할당한다(S82). 레인징 슬롯을 할당한 후 AP(100)는 레이징 슬롯 할당 정보

를 포함하는 하향링크/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단말기(200)로 전달한다(S83). 단말기(200)는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레인징

요청(RNG-REQ) 메시지를 AP(100)로 전달하고(S84) 관리 연결을 통하여 레인징 응답(RNG-RSP) 메시지를 수신한다

(S85). 이와 같이 하여 데이터 통신 중의 레인징 과정이 완료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MAC 프레임을 설계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시디롬, 램,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 매체에 저장된 MAC 프레임 설계 방법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MAC 프레임 구조에 의하면, BE 서비스, 실시간 VBR 서비스, 비실시간 VBR 서비스를 효율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제어 연결을 통하여 수신측과 발신측 사이의 오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과 발신측 사이에 제어 연결이 설정되는 제1 단계,

상기 수신측에서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에 프레임별 MPDU(MAC(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data unit) 수신 상

태를 확인하는 제2 단계,

직전 프레임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acknowledge) 메시지를 구성하여 상기 발신측으로 전송하며, 상기 발신측

에서 상기 ACK 메시지를 분석하여 MPDU의 재전송 여부를 판단하는 제3 단계, 그리고

트래픽이 종료한 경우에 상기 제어 연결을 해제하는 제4 단계

를 포함하는 오류 제어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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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제어 연결을 통하여 수신측과 발신측 사이의 오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수신측과 발신측 사이에 제어 연결이 설정되는 제1 단계,

상기 수신측에서 트래픽이 존재하는 경우에 프레임별 MPDU(MAC(medium access control) protocol data unit) 수신 상

태를 확인하는 제2 단계,

직전 프레임에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acknowledge) 메시지를 구성하여 상기 발신측으로 전송하는 제3 단계, 그리

고

트래픽이 종료한 경우에 상기 제어 연결을 해제하는 제4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ACK 메시지는 직전 프레임에서 전송된 MPDU 중 연속해서 성공적으로 수신한 첫 번째 시퀀스 번호와 마지막 시퀀

스 번호가 전송되는 페이로드(payload) 필드를 포함하는 오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상기 발신측에서 상기 ACK 메시지를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ACK 메시지의 페이로드 필드를 통하여 보고된 시퀀스 번호 범위 외의 MPDU를 상기 수신측으로 재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오류 제어 방법.

청구항 5.

무선 통신 시스템의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에서 복수의 단말기로 자원 할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매체 접속 제

어(MAC, medium access control) 프레임을 설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단말기에 해당하는 연결 ID를 할당하는 제1 단계, 그리고

상기 연결 ID에 대한 부반송파 할당 여부와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부반송파 할당 정보에 할당하는 제2 단계

를 포함하는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 설계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에 각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같이 할당하는 매체 접속 제

어 프레임 설계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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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먼저 할당하고 할당된 부반송파에 대한 상기 부반송파별 정보

비트 할당 수를 할당하는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 설계 방법.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부반송파별로 상기 부반송파 할당 여부에 대한 정보와 정보 비트 할당 수를 같이 할당하는 매체 접속 제

어 프레임 설계 방법.

청구항 9.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을 이용하여 단말기가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에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은 방송 구간 및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포함하는 하향링크 부프레임과 접근 구간 및 제2 관리

연결 구간을 포함하는 하향링크 부프레임으로 나누어지며, 상기 방송 구간으로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가 전송

되고,

상기 접근 구간을 통하여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단말기로부터의 레인징 요청을 수신하는 제1 단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통하여 레인징 슬롯의 할당 정보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달하는 제

2 단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레인징을 수행하는 제3 단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제2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등록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4 단계, 그리

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상기 단말기에게 등록 허용 여부를 전달하는 제5 단계

를 포함하는 등록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는,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레인징 요청을 수신하기 전에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 상기 방송

구간을 통하여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등록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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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 상기 레인징 슬롯의 할당 정보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달하

는 단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 상기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등록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4 단계에서 상기 등록 요청 메시지는 인증, 전송률 및 기능(capability)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 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제2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슬롯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6 단

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단말기에게 레인징 슬롯을 재할당하고 상기 재할당된 레인징 슬롯 정보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7 단계,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재할당된 레인징 슬롯을 통하여 상기 단말기로부터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8 단계,

그리고

상기 액세스 포인트는 상기 제1 관리 연결 구간을 통하여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9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등록 방법.

청구항 14.

무선 통신 시스템의 단말기를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매체 접속 제어(MAC, medium access

control) 프레임을 설계하는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레인징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접근 구간을 상기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에

할당하는 기능,

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 할당된 레인징 정보를 포함하는 하향링크 및 상향링크 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방송 구간을 상기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에 할당하는 기능,

상기 단말기가 상기 액세스 포인트로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향링크 관리 연결 구간을 상기 매체 접속 제

어 프레임에 할당하는 기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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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액세스 포인트가 상기 단말기로 등록 허용 여부 및 레인징 응답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향링크 관리 연결 구간

을 상기 매체 접속 제어 프레임에 할당하는 기능

이 구현된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록 매체.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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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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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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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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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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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b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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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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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도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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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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