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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랜 구간에서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랜 구간에서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매체접속제어 방법은

(a)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으로부터 사용자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AC(Access Category)별로 음성 프레임과 범

용 프레임을 분리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음성 프레임과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백오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

계; (c) 상기 음성 프레임과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상기 음성 프레임을 우선 송신

하고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해서는 상기 백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e)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았으면 상기 백오프 동작이 종료된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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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MAC 프레임의 헤더 및 MAC 프레임의 헤더에 포함된 QoS 제어필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IEEE 802.11 DCF 수행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랜 구간에서 QoS를 지원하는 MAC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 4 및 도 5는 도 3에 도시된 MAC 장치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랜 구간에서 QoS를 지원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MAC 장치 101 : 프레임 핸들러

102, 103 : 송신큐 104 : MAC 제어기

105, 106 : AIFS 타이머 107, 108 : 백오프 블록

109 : 프레임 검출기 110 : 수신큐

111 : 충돌 조정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품질 보장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랜 구간에서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VoIP(Voice-over-IP)는 IP(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설비들을 위한 IP 전화 기술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VoIP 기술은 공중교환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PSTN)처럼 회선에 근거한

전통적인 프로토콜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패킷들 내에 디지털 형태로 음성정보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패킷 전

달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서비스 품질(Quality-of-Service : QoS)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VoIP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정보의 QoS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근래 들어 이러한 QoS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근거리 통

신망 기술(Local Area Network, LAN)로, IEEE 802.11 무선랜 매체접속제어(Media Access Control : MAC) 기술이 제

안되었다.

그러나, 802.11 MAC 기술은 차별화된 사용자 우선순위를 적용한 프레임을 지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분산 조정 기능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 DCF)은 채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서비스 세트(Basic Service Set :

BSS)에 있는 채널 경합에 참여한 모든 스테이션에게 동등한 확률의 채널 획득권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등한 확률의 권한

은 서로 다른 사용자 우선순위를 갖는 스테이션들간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QoS 관점에서 MAC은 서로 다른 우선

순위의 프레임을 차별화 시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프레임 헤더에 포함된 QoS 필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DCF를 개선한 강화된 분산 조정 기능(Enhanced Distribution Coordination Function :

EDCF)이 IEEE 802.11e 표준화 작업에 포함되었다. 이 기능은 8개의 사용자 우선순위를 갖는 프레임에 대해 차별화된 분

산 채널 권한을 제공한다. 8개의 사용자 우선순위는 4개의 AC(Access Category)에 맵핑되고, 802.11e 스테이션은 4개

의 AC를 모두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VoIP를 위한 단말을 구현하는 경우, 음성(Voice) 프레임을 위한 하나의 AC와 범용의 AC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므

로, 4개의 AC를 모두 구현하지 않고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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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VoIP 서비스의 QoS를 보장하면서, 기능이 단순화된 무선랜 MAC을 제공할 수 있

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매체접속제어 장치는, 음성 송신 프레임을 저장하는 제 1 송신큐; 범용 송신

프레임을 저장하는 제 2 송신큐; 상위 계층으로부터 입력된 프레임으로부터 사용자 우선순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프레

임을 AC(Access Category)별로 맵핑하여 상기 제 1 송신큐 또는 상기 제 2 송신큐에 저장하는 프레임 핸들러; 매체의 상

태를 확인하여 백오프 동작의 진행 시점과 프레임 전송 시점을 결정하는 MAC(Media Access Control) 제어기; 상기

MAC 제어기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타이머 값을 소정의 값 단위로 감소시키는 제 1 및 제 2 AIFS 타이머; 소정의 백오프

카운트 값을 이용하여 AC 별로 독립된 백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제 1 및 제 2 백오프 블록; 두 개의 AC가 동시에 백오프를

종료한 경우 사용자 우선순위가 높은 상기 음성 프레임을 먼저 전송하고, 상기 범용 프레임의 전송을 포기하는 충돌 조정

기; 물리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이 수신되면 수신된 상기 프레임의 헤더로부터 ACK 정책 비트를 확인하여 ACK 송신 여부를

결정하는 프레임 검출기; 및 수신된 상기 프레임을 저장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수신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매체접속제어 방법은 (a)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으로부터 사용자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AC(Access Category)별로 음성 프레임과 범용 프레임을 분리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음성 프

레임과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백오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음성 프레임과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상

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

시에 종료되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상기 음성 프레임을 우선 송신하고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해서는 상기 백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e)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았으면 상기 백오프 동작이

종료된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매체접속제어 방법은 (a) 물리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 (b) 상

기 프레임의 헤더로부터 ACK 정책을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ACK 정책을 근거로 하여 ACK 응답의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b)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상기 ACK 응답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ACK 프레임 송신을 지시하고, 수신된 상

기 프레임을 수신큐에 저장하는 단계; 및 (d) 호스트가 준비 상태가 되면 상기 프레임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상위계층으

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MAC 프레임의 헤더 및 MAC 프레임의 헤더에 포함된 QoS 제어필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도 2는 IEEE

802.11 DCF 수행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IEEE 802.11 MAC은 조정 기능(Coordination Function)이라 불리는 로직 기능에 기초를 둔다. 조정 기능은 기본 서비스

세트(BSS) 내에서 스테이션의 프레임 송수신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 기능은 채널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경합에 의한 분산 조정 기능(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 DCF)과 폴-응답 방식에 기초한 무경합 집중

조정 기능(Point Coordination Function : PCF)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802.11 장치는 DCF로 동작한다.

802.11 DCF는 하나의 전송 큐(Queue)로 동작하고, CSM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A(Collision Avoidance)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채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로컬 평가 기능을 갖는 분산된 MAC에 위치한다.

도 1을 참조하면, MAC 프레임의 헤더에는 QoS 제어 필드가 구비되어 있어, 복수 개의 우선 순위 값 중 하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트래픽을 LAN으로 보내는 호스트 또는 라우터가 전송될 개별 패킷에 대해 적절한 우선 순위 값을 표시하면,

스위치, 브리지 및 허브와 같은 LAN 장치가 해당 패킷을 적절히 처리하게 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상위 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이 송신큐에 도착했을 때 채널이 동작 상태(busy)에 있으면, MAC은 매체가

유휴 상태(idle)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DIFS(DCF Inter-Frame Space)만큼의 시간동안 대기한다. 그리고, 만일 채널

이 DIFS 시간 후에도 여전히 유휴 상태에 있으면 MAC은 랜덤 백오프 카운터를 이용하여 채널 획득권을 얻기 위한 백오프

(전송대기 및 시도)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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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 슬롯타임(SlotTime) 구간 동안 매체가 유휴 상태로 있으면 랜덤 백오프 카운트 값을 감소시키고, 카운트 값이

0이 되면 프레임을 전송한다. 프레임이 송신큐에 도착했을 때, 큐가 비어 있고, 채널이 DIFS 시간 이상으로 유휴 상태였으

면 백오프 없이 바로 프레임을 전송한다. 만일, 백오프 동작 중에 채널이 동작 상태(busy)가 되면 백오프를 중지하고,

DIFS 시간동안 계속 유휴 상태가 유지되면 마지막 백오프 카운트 값부터 백오프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한편, 각 스테이션은 랜덤 백오프 카운트 값을 사용하는 경합 윈도우(Contention Window : CW)를 유지한다. 백오프 카운

트 값은 [0,CW] 범위에서 균일한 확률로 선택되는 의사 랜덤 정수이다. CW는 CWmin으로 초기화되고, 전송에 실패할 때

마다 CW= 2(CW+1)-1로 증가된다. 이는 다수의 스테이션이 전송 시도를 할 경우 충돌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이

다. CW는 최대 CWmax까지 설정되고, 정상적으로 프레임 전송을 마친 후에는 CWmin으로 초기화된다. 또한, 전송을 완

료한 스테이션은 전송대기 프레임이 큐에 있지 않더라도, DIFS 시간과 백오프를 수행한 후 송신 프로세스를 종료한다.

스테이션은 하나의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SIFS(Short Interframe Space) 시간 후에 즉시 ACK 프레임을 전송하

여 프레임을 수신했음을 알린다. 만일 데이터 전송 후에 ACK 프레임이 수신되지 않았으면, 랜덤 백오프 후 재전송을 수행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EEE 802.11 MAC에서는 MAC이 하나의 전송 큐(Queu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선행 프레

임이 전송을 완료해야 후속 프레임의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프레임의 전송이 지연될 경우 QoS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복수의 큐를 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IEEE 802.11e는 다중점(multipoint)을 지원하는

AP(Access Point)의 경우 4 class 이상의 큐를 권고하지만, 이는 VoIP 단말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IEEE 802.11 MAC의 DCF는 우선 순위가 고려되지 않은 DIFS, CWmin, 및 CWmax를 이용한다. 이는, QoS가 요구

되는 프레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동안 백오프를 수행하기 때문에 QoS 보장이 어렵다.

그리고, IEEE 802.11 MAC의 DCF는 모든 데이터 및 관리 프레임에 대해서 ACK 응답을 하여야 프레임 전송 프로세스를

종료하므로, 전송 품질보다 전송 시간이 중요한 QoS를 요구하는 프레임에는 적당하지가 않다. 이러한 문제는 QoS가 요구

되는 프레임에 대해 ACK 응답을 제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2 class의 송신큐로 VoIP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의 Qo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C-3(Access

Category 3)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Real-time Traffic) VoIP에 대해서는 VoIP 전용의 큐(Queue)를 이용하고, 높은 우선

순위(Higher Priority)를 보장할 수 있도록 AIFS[3], CWmin[3], 및 CWmax[3] 파라미터를 이용하며, 송신된 VoIP 프

레임에 대해서는 ACK 응답을 수신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일반 트래픽(Traffic)에 대해서는 VoIP를 제외한 모든 우선

순위(Priority)를 지원할 수 있도록 AC별로 AIFS[AC], CWmin[AC], 및 CWmax[AC] 파라미터를 이용하며, ACK 응답

을 유동적으로 수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MAC 장치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랜 구간에서 QoS를 지원하는 MAC 장치(100)의 블록도로서, Voice-

over-IP(VoIP)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에 적합한 IEEE 802.11 무선랜 MAC 장치(100)가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MAC 장치(100)는 프레임 핸들러(Frame Handler; 101), 제 1 및 제 2 송신큐(102,

103), MAC 제어기(104), 제 1 및 제 2 AIFS 타이머(Arbitration Inter-Frame Space Timer : 105, 106), 제 1 및 제 2 백

오프 블록(107,108), 프레임 검출기(Frame Detector, 109), 수신큐(110), 및 충돌 조정기(Collision Resolution ; 111)를

포함한다. 여기서, 제 1 송신큐(102)는 음성(Voice) 프레임 전용 송신 FIFO로 구성되고, 제 2 송신큐(103)는 범용 프레임

송신 FIFO로 구성된다. 그리고, 수신큐(110) 역시 선입 선출 방식인 FIFO(First-In-First-Out)로 구성된다.

프레임 핸들러(101)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이 입력되면 프레임 헤더의 QoS 필드(도 1 참조)에 포함된 TID(Traffic

ID)로부터 사용자 우선순위 정보(User Priorities : UPs)를 추출하고, 입력 프레임이 음성(Voice) 프레임인 경우 AC[3]

에, 범용 프레임인 경우 AC[0]~AC[2]에 각각 맵핑시킨다. 그리고, 입력 프레임이 음성 프레임이면 음성 프레임 전용 송

신 FIFO인 제 1 송신큐(102)에 프레임을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범용 송신 FIFO인 제 2 송신큐(103)에 프레임을 저장

한다.

프레임 핸들러(101)에 의해 AC가 3으로 결정되고 음성 프레임 송신 요청이 발생하면, MAC 제어기(104)는 매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백오프 진행 시점과 프레임 전송 시점을 결정한다. 그리고, 프레임 송신 요청이 발생했을 때 매체가 동작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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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AC[3]에 따라 제 1 및 제 2 AIFS 타이머(105, 106)에 SIFS + AIFS[3] SlotTime

을 설정한다. 음성 프레임인 경우 제 1 AIFS 타이머(105)에 설정되는 값은 PIFS(Priority Inter-Frame Space)와 동일하

다.

각 타이머(105, 106)는 설정값(SIFS + AIFS[AC] SlotTime)에서 1us 단위로 감소하는 타이머이다. 타이머 값이 0이 된

후(즉, AIFS 시간 후)에도 매체가 유휴 상태이면 MAC 제어기(104)는 백오프 수행을 지시한다. 만일 AC가 다른 두 개의

프레임이 제 1 및 제 2 송신큐(102, 103)에 각각 저장되고 별도의 프레임 송신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MAC 제어기(104)

는 두 프레임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백오프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백오프 블록(107, 108)은 [0,CW]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포되는 의사 랜덤 정수를 뽑아 백오프 카운트 값으로 사용한다.

이 때, CW(Contention Window)는 CWmin[AC]으로 초기화되고, 프레임 송신을 실패할 때마다 CW=2(CW+1)-1로 증

가한다. CW는 CWmax[AC]를 최대 값으로 하고, 프레임 송신을 실패해도 CWmax[AC]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백오

프 블록(107, 108)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된 백오프 카운트 값을 이용하여 백오프를 시작하고, 백오프 수행 중 매 슬

롯 타임(slot time) 동안 매체가 유휴 상태에 있으면 랜덤 백오프 카운트 값을 감소시키고, 카운트 값이 0이 되면 MAC 제

어기(104)에게 백오프 종료를 통보한다.

MAC 제어기(104)가 백오프 종료를 통보 받으면 백오프를 수행한 AC의 프레임을 물리계층으로 전송한다. 이 때, 만일 두

개의 AC가 동시에 백오프를 끝냈을 때는, 충돌 조정기(111)가 사용자 우선순위(UP)가 높은 음성 프레임을 먼저 전송하

고, 나머지 범용 프레임에 대해서는 전송을 포기한다. 그리고, 증가된 CW 값을 이용하여 다시 백오프를 수행하도록 지시

한다.

또한, MAC 제어기(104)는 송신 요청이 발생했을 때, 매체가 AIFS[AC] 시간 동안 대기 중이거나 백오프를 수행중이면,

매체가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AC에 따라 타이머(105, 106)에 AIFS 타이머 값을 설정한 후 타이

머 값이 0이 되기를 대기하다가, AIFS[AC] 시간 후에도 매체가 유휴 상태에 있으면 랜덤 백오프 카운트(107, 108)를 선

택하여 백오프를 시작하고, 백오프 수행 중 매 슬롯 시간 동안 매체가 유휴 상태에 있으면 랜덤 백오프 카운트 값을 감소시

키고, 카운트 값이 0이 되면 프레임을 전송한다.

그리고, MAC 제어기(104)는 송신 요청이 발생했을 때 매체가 AIFS[AC] 시간보다 긴 시간동안 유휴 상태에 있으면 즉시

프레임을 전송한다.

프레임 검출기(109)는 물리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이 수신되면 프레임 헤더의 QoS 필드 내에 있는 ACK 정책(policy) 비트

(도 1 참조)를 확인하여 ACK 송신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신 프레임이 AP로부터 전송된 비콘(beacon)프레임인 경우 QoS 관련 파라미터(즉, ASIFSD[AC], CWmin[AC],

및 CWmax[AC])를 추출하여 기존의 값을 갱신하도록 한다.

수신큐(110)는 송신큐(102,103)와 달리 하나의 FIFO로 구성되어, 프레임을 저장한 후 수신 프레임의 사용자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해당 프레임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4 및 도 5는 도 3에 도시된 MAC 장치(100)에서 수행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무선랜 구간에서 QoS를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4에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MAC 장치(100)의 처리 방법이

도시되어 있고, 도 5에는 물리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MAC 장치(100)의 처리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먼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MAC 장치(100)는 먼저 상위 계층에서 입력되는 프레임의 사용자 우선순위(User

Priorities : UPs)를 판단하고, AC(Access Category)에 맵핑시킨다(1000 단계). 이어서, 입력 프레임이 음성 프레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1010 단계).

1010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입력 프레임이 AC[3]에 해당하는 음성 프레임이면 음성 전용 FIFO인 제 1 송신큐(102)에

프레임을 저장한다(1020 단계). 그리고, 1010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입력 프레임이 AC[[0]~[2]에 해당하는 범용의 프

레임이면 범용 FIFO인 제 2 송신큐(103)에 프레임을 저장한다(1030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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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단계에서 음성 프레임이 제 1 송신큐(102)에 저장되고 나면 백오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1040 단계),

104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백오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CWmin[3], CWmax[3], 및 AIFS[3]을 이용하여 상기 음성 프

레임에 대해 백오프를 수행한다(1050 단계). 그리고 나서, 백오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1040 단계), 백오프가

종료되었으면 수순은 1080 단계로 진행한다.

한편, 1030 단계에서 범용 프레임이 제 2 송신큐(103)에 저장되고 나면 백오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1060 단

계), 1060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백오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AC에 따라 CWmin[AC], CWmax[AC], 및 AIFS[AC]을

이용하여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백오프를 수행한다(1070 단계). 그리고 나서, 백오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

(1060 단계), 백오프가 종료되었으면 수순은 1080 단계로 진행한다.

1080 단계에서는 음성 프레임 및 범용 프레임에 대한 백오프 종료가 동시에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한다. 1080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백오프 종료가 단일로 발생하였으면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백오프를 종료한 프레임을 송신하고(1090 단계), 프

레임 송신이 종료되면 수신 모드로 전환한다(1110 단계).

그리고, 1080 단계에서의 판단 결과 백오프 종료가 동시에 발생하였으면 우선순위를 적용한 내부 충돌 관리를 수행한다

(1120 단계). 즉, 우선순위를 적용시켜 음성 프레임을 먼저 전송하고(1100 단계), 범용 프레임에 대해서는 백오프 카운트

를 증가시켜 백오프를 수행하도록 한다(1070 단계). 그리고, 프레임 송신이 종료되면 수신 모드로 전환한다(1110 단계).

계속해서 물리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MAC 장치(100)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를 참조하면, MAC 장치(100)는 먼저 물리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한다(1200 단계). 그리고, 수신된 프레임의 헤

더로부터 ACK 정책을 디코딩하고, 디코딩된 ACK 정책으로부터 ACK 응답의 수행여부를 판단한다(1210 단계). 1210 단

계에서의 판단 결과 ACK 응답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ACK 프레임 송신을 지시하고(1220 단계), 수신한 프레임을 수신큐

(110)에 저장한다(1230 단계). 그리고 나서, 호스트가 준비 상태가 되면 상기 프레임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상위계층으

로 전송한다(1240 단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랜 구간에서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및 방법에서는 AC-3

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 VoIP에는 VoIP 전용 큐(Queue)를 사용하고(도 3의 102 참조), 높은 우선순위(Higher Priority)를

보장할 수 있도록 AC-3에 해당되는 AIFS[3], CWmin[3], 및 CWmax[3]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백오프를 수행한다. 그리

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서는 VoIP를 제외한 모든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AC에 따라

AIFS[AC], CWmin[AC], 및 CWmax[AC]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백오프를 수행한다. 그리고, 위의 2가지 데이터 송신 요

구가 동시에 발생하여 백오프가 동일 시점에서 종료되었을 경우,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VoIP 트래픽을 먼저 전송함으로써

QoS를 보장해 준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면과 명세서에서 최적 실시예가 개시되었다. 여기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

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

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

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무선랜 구간에서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MAC 구성 방법에 의하면, VoIP 서비스

의 QoS를 보장하면서, 기능이 단순화된 무선랜 MAC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저가의 비용으로 상용 제품의 칩 제작이

용이해지고, 저가의 무선 VoIP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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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음성 송신 프레임을 저장하는 제 1 송신큐;

범용 송신 프레임을 저장하는 제 2 송신큐;

상위 계층으로부터 입력된 프레임으로부터 사용자 우선순위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프레임을 AC(Access Category)별로

맵핑하여 상기 제 1 송신큐 또는 상기 제 2 송신큐에 저장하는 프레임 핸들러;

매체의 상태를 확인하여 백오프 동작의 진행 시점과 프레임 전송 시점을 결정하는 MAC(Media Access Control) 제어기;

상기 MAC 제어기에 의해 설정된 소정의 타이머 값을 소정의 값 단위로 감소시키는 제 1 및 제 2 AIFS 타이머;

소정의 백오프 카운트 값을 이용하여 AC 별로 독립된 백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제 1 및 제 2 백오프 블록;

두 개의 AC가 동시에 백오프를 종료한 경우 사용자 우선순위가 높은 상기 음성 프레임을 먼저 전송하고, 상기 범용 프레임

의 전송을 포기하는 충돌 조정기;

물리계층으로부터 프레임이 수신되면 수신된 상기 프레임의 헤더로부터 ACK 정책 비트를 확인하여 ACK 송신 여부를 결

정하는 프레임 검출기; 및

수신된 상기 프레임을 저장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는 수신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송신큐는 음성 프레임 송신을 위한 VoIP(Voice-over-IP) 전용 FIFO(First-In-First-Out)이고,

상기 제 2 송신큐는 범용 프레임 송신을 위한 범용 FIFO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핸들러는 상기 프레임이 음성 프레임인 경우 AC[3]에 맵핑시키고, 상기 프레임이 범용 프레임인 경우 AC

[0]~AC[2]에 맵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AC 제어기는 송신 요청이 발생하고 소정의 AIFS(Arbitration Inter-Frame Space)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기 매

체가 유휴상태 또는 대기 상태에 있으면 상기 제 1 및 제 2 백오프 블록을 제어하여 상기 백오프 동작을 시작하고, 상기 백

오프 동작의 수행 중 매 슬롯 타임 동안 상기 매체가 유휴 상태에 있으면 상기 백오프 카운트 값을 감소시키고, 상기 백오

프 카운트 값이 0이 되면 상기 백오프 동작을 종료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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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및 제 2 백오프 블록은, 0과 경합 윈도우(Contention Window)의 범위 내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임의의 의사 랜

덤 정수를 선택하여 상기 백오프 카운트 값으로 사용하며, 상기 경합 윈도우는 상기 AC별로 정의된 초기 값과 최대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청구항 6.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MAC 제어기는 상기 음성 프레임을 포함하는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 상기 AC[3]에 대해 할당된 AIFS 시간(AIFS[3]

)과, 상기 AC[3]에 대해 할당된 경합 윈도우의 초기 값(CWmin[3]) 및 최대 값(CWmax[3])을 QoS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백오프를 수행하고,

상기 실시간 트래픽과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비 실시간 트래픽에 대해서는 상기 실시간 트래픽을 제외한 모든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기 AC별로 할당된 AIFS 시간(AIFS[AC])과, 상기 AC별로 할당된 경합 윈도우의 초기 값(CWmin

[AC]) 및 최대 값(CWmax[AC])을 QoS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백오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접속제어장치는 상기 프레임 검출기에서 결정된 상기 ACK 송신 여부 결과를 근거로 하여 ACK 응답을 유동적으

로 수신하되,

상기 프레임이 상기 음성 프레임인 경우 상기 ACK 응답을 수신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장치.

청구항 8.

(a)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프레임으로부터 사용자 우선순위를 추출하고 AC(Access Category)별로 음성 프레임과 범

용 프레임을 분리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음성 프레임과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백오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단계;

(c) 상기 음성 프레임과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한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상기 음성 프레임을 우선

송신하고 상기 범용 프레임에 대해서는 상기 백오프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

(e) 상기 (c) 단계에서의 판별 결과, 상기 백오프 동작이 동시에 종료되지 않았으면 상기 백오프 동작이 종료된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접속제어 방법.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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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등록특허 10-0590772

- 9 -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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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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