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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블록 ＡＣＫ 프레임 전송방법 및 장치

(57) 요약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은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을 요청받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런렝쓰 코딩 방식의 비트맵을 갖는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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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을 요청하는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런렝쓰 코딩 방식의 비트맵을 갖는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

계; 및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맵은 상기 소정의 수의 프레임들의 패턴을 표시하는 패턴 필드와 상기 패턴 필드에 기록된 패턴의 반복되는 횟수

를 나타내는 사이즈 필드의 쌍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필드 및 사이즈 필드의 쌍은 1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필드는 2비트 패턴 또는 4비트 패턴 중 어느 하나인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은 상기 복수의 프레임들 모두를 에러없이 수신한 경우를 표시하기 위한 PR 필드와, 상기 복

수의 프레임들 모두에 에러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PB 필드를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PR 필드는 반복 코드 형태로 구성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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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을 요청하는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상태를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으로 표현할 경우에 기준 사이즈보다 작아지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단계;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이 기준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이 기준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상태를 표현한 압축되지 않은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압축되지 않은 블록 ACK 프레임을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 사이즈는 상기 압축되지 않은 블록 ACK 프레임의 사이즈인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프레임은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런렝쓰 코딩 방식의 비트맵을 포함하는 블록 ACK 프

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비트맵은 상기 소정의 수의 프레임들의 패턴을 표시하는 패턴 필드와 상기 패턴 필드에 기록된 패턴의 반복되는 횟수

를 나타내는 사이즈 필드의 쌍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필드 및 사이즈 필드의 쌍은 1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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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필드는 2비트 패턴 또는 4비트 패턴 중 어느 하나인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은 상기 복수의 프레임들 모두를 에러없이 수신한 경우를 표시하기 위한 PR 필드와, 상기 복

수의 프레임들 모두에 에러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PB 필드를 포함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PR 필드는 반복 코드 형태로 구성되는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

청구항 16.

수신된 복수의 프레임들의 에러 여부를 확인하는 MAC 모듈;

상기 수신된 복수의 프레임들의 에러 여부에 따라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생성하고, 상기 MAC 모듈이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상기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상기 MAC 모듈에 제공하는 블록 ACK 선택 모듈; 및

상기 MAC 모듈이 생성한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받아 전송하는 물리층 모듈을 포함하는 스테이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블록 ACK 선택 모듈은 상기 수신된 복수의 프레임들의 에러 여부에 따른 Block ACK Bitmap의 사이즈가 압축되지

않은 Block ACK Bitmap의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상기 MAC 모듈이 압축되지 않은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상기 압축되지 않은 Block ACK Bitmap을 상기 MAC 모듈에 제공하는 스테이션.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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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통신 매커니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효율적인 무선 통신을 위한 블록 ACK 전송 매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가 무선화 되어가고 있고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 요구의 증대로 인하여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효

과적인 전송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주어진 무선 자원을 여러 스테이션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상, 경쟁이 증가하면 통신 중에 충돌로 인해 귀중한 무선 자원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충돌을 줄이고 안

정하게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환경에서는 경쟁 기반의 DCF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 또는 무경쟁 방식의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가 제공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무선 환경에서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지만, 하나의 스테이션이 통신하는

동안에는 같은 전파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다른 스테이션은 대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스테이션의 수가 늘어나면 전송률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ACK 프레임이 사용된다. 한편, 전송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전송하는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이는 테크닉이 연구되고 있다. IEEE 802.11e 표준은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블록 ACK 기술이다. IEEE 802.11 표준에 따

른 ACK 기술은 수신 스테이션이 개개의 프레임을 수신할 때마다 수신된 프레임에 대한 ACK 프레임을 송신 프레임에 전

송한다. IEEE 802.11e 표준은 종전의 ACK 기술뿐만아니라 복수의 프레임들에 대한 블록 ACK 기술을 규정한다. 블록

ACK 기술은 수신 스테이션이 수신된 복수의 프레임들에 대한 하나의 블록 ACK 프레임을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도록 한

다. 블록 ACK 프레임은 수신된 모든 프레임들에 대한 수신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도 1은 IEEE 802.11e 표준에 따른 블록 ACK 매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 2와 도 3은 각각 블록 ACK 요청 프레임과

블록 ACK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 1을 참조하면, 블록 ACK 매커니즘은 크게 셋업 과정(S10)과, 데이터 전송 과정(S20) 및 종료 과정(S30)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셋업 과정(S10)을 살펴보면, QoS 데이터를 송신하려는 송신 스테이션은 수신 스테이션에게 ADDBA 요청을 한다.

ADDBA 요청 프레임에는 ADDBA 요청 프레임을 알리는 정보와, 다이얼로그 토큰 필드와, 블록 ACK 파라미터 셋 필드,

및 블록 ACK 타임아웃 값이 포함된다.

ADDBA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 수신 스테이션은 송신 스테이션에게 ADDBA 응답을 한다. ADDBA 응답 프레임에는

ADDBA 응답 프레임을 알리는 정보와, 수신된 ADDBA 요청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다이얼로그 토큰과, ADDBA 상태 코드

필드와, 블록 ACK 파라미터 셋 필드와, 블록 ACK 타임 아웃 값이 포함된다.

ADDBA 요청과 ADDBA 응답이 끝나면, 데이터 전송 과정(S20)이 시작된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스테이션은 복수

의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 스테이션에 전송한다. 프레임을 모두 전송하고 나면, 송신 스테이션은 수신 스테이션에 블록

ACK 요청을 한다. 블록 ACK 요청을 받은 수신 스테이션은 블록 ACK 응답을 한다. 블록 ACK 요청 프레임과 블록 ACK

응답 프레임은 도 2와 도 3을 참조하여 후술한다.

송신 스테이션이 블록 ACK 프레임을 수신한 후에 종료 과정(S30)이 진행되는데, 송신 스테이션은 수신 스테이션에

DELBA 요청을 한다. DELBA 요청 프레임에는 DELBA 요청 프레임을 알리는 정보와, DELBA 파라미터 필드가 포함된다.

도 2는 IEEE 802.11e 표준에 따른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준다.

블럭 ACK 요청 프레임(20)은 MAC header(21)와, 블럭 ACK 요청 프레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TID 필드(222)와 유

보 필드(220)로 구성되는 BAR Control 필드(22)와, 시작 MPDU의 fragment number 필드(230)와 sequence number 필

드(232)로 구성되는 Block ACK Starting Sequence Control 필드(23)와, 에러 체크섬을 계산하기 위한 FCS 필드(24)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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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IEEE 802.11e 표준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준다.

블럭 ACK 프레임(30)은 MAC header(31)와, 블럭 ACK 프레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TID 필드(322)와 유보 필드

(320)로 구성되는 BA Control 필드(32)와, 시작 MPDU의 fragment number 필드(330)와 sequence number 필드(332)

로 구성되는 Block ACK Starting Sequence Control 필드(33)와, 이후의 MPDU에 대한 '수신 확인 정보'(특정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정보)가 순서대로 기록되는 Block ACK Bitmap 필드(34)와, 에러 체크섬을 계산하기

위한 FCS 필드(35)로 구성된다.

Block ACK Bitmap 필드(34)에는 128바이트가 할당되므로, 하나의 MSDU에 대하여 2바이트씩 할당한다면 최대, 64개의

MSDU에 대한 수신 확인 정보가 기록될 수 있다. 하나의 MSDU에 대하여 2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은, IEEE 802.11e에서

하나의 MSDU는 최대 16개까지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될 수 있으므로 최대 프래그먼트화 개수만큼의 비트 수

(16× 1비트), 즉 2바이트가 할당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프래그멘테이션 되지 않거나, 16보다 작은 수만큼 프래그멘테

이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바이트가 일률적으로 할당되므로 이와 같이 하나의 비트로 수신 확인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의 MSDU를 표현하는데, 2바이트를 사용한다면 블록 ACK 프레임의 크기가 필

요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보다 작은 크기를 갖는 블록 ACK 프레임이 제공된다면 유

용할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필요성에 따라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효율적인 블록 ACK 프레임 전송 방법과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

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은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을 요청받는 단계와, 상기 수신

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는 런렝쓰 코딩 방식의 비트맵을

갖는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 전송방법은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송신 스테이션으로부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을 요청받는 단계와, 상기 수신

된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프레임들의 상태를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으로 표현할 경우에

기준 사이즈보다 작아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이 기준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압축

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상기 송신 스테이션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은 수신된 복수의 프레임들의 에러 여부를 확인하는

MAC 모듈과, 상기 수신된 복수의 프레임들의 에러 여부에 따라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생성하고, 상기 MAC 모듈

이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상기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상기 MAC 모듈에 제공하는 블록

ACK 선택 모듈, 및 상기 MAC 모듈이 생성한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받아 전송하는 물리층 모듈을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수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수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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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제안된 블록 ACK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준다.

블럭 ACK 프레임(40)은 도 3에 도시된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30)과 마찬가지로 MAC header(41)와, 블럭 ACK 프레

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BA Control 필드(42)와, Block ACK Starting Sequence Control 필드(43)와, Block ACK

Bitmap 필드(44)와, 에러 체크섬을 계산하기 위한 FCS 필드(45)로 구성된다.

MAC header(41)는 Frame Control 필드와 Duration 필드와 RA 필드 및 TA 필드를 포함한다.

Frame Control 필드는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블록 ACK 프레임의 타입이 제어임을 알리는 정보와, 블록

ACK 프레임의 서브타입이 블록 ACK 프레임임을 알리는 정보를 포함한다.

Duration 필드에는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과 동일한 값이 기록된다. 즉, 블록 ACK 프레임이 블록 ACK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지는 경우에,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의 Duration 필드에서 얻은 값에서 블록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하나의 SIFS(Short InterFrame Space) 간격을 뺀 시간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마이크로초 단위로 기록

된다. 블록 ACK 프레임이 블록 ACK 요청 프레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지지 않는 경우에, 하나의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SIFS 간격을 더한 시간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마이크로초 단위로 기록된다.

RA 필드와 RA 필드에는 각각 수신 스테이션(recipient station)과 송신 스테이션(transmitting station)의 MAC 주소가 기

록된다.

BA Control 필드(42)는 종전의 블록 ACK과 마찬가지로 TID 필드(424)를 포함하지만, 종전의 블록 ACK과는 달리

Compressing mode 필드(422)와 NUM 필드(42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Compressing mode 필드(422)는 두 비트를 갖

고 있으며, Block ACK Bitmap 필드(44)의 압축 모드를 알려준다. NUM 필드(420)는 총 프레그먼트의 수에 대한 값을 기

록한다.

Block Ack Starting Sequence Control 필드(43)는 종전의 블록 ACK과 마찬가지로 Starting Sequence Number 필드

(432)를 포함하지만, 종전의 ACK과는 달리 PR 필드(431)와 PB 필드(430)를 포함한다.

PR 필드(431)는 모든 프레임들을 에러없이 수신할 경우에 세팅되고, PB 필드(430)는 에러없이 수신한 프레임이 전혀 없

을 때 세팅된다. 에러는 프레임의 일부 비트값의 손상이나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시예에서 PR 필

드는 반복 코드(Repetition Code)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송 중에 오류에 대해 강인한 특성을 갖는다.

Block ACK Bitmap 필드(44)는 종전의 ACK 프레임과는 달리 가변 길이를 갖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 5를 참조하여 후술한

다.

FCS 필드(45)는 종전의 ACK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에러 체크섬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비트맵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 Block ACK Bitmap 필드(44)에는 런렝쓰(Run-Lengh) 코딩에 따라 종전의 Block ACK Bitmap 값을 압축

한 값이 기록된다.

Block ACK Bitmap(44)의 기본적인 구조는 Pattern 필드(510)와 사이즈 필드(520)의 쌍을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하나의 Pattern 필드(510)와 하나의 사이즈 필드(520)의 크기의 합은 1바이트가 된다.

Pattern 필드(510)는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의 패턴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Pattern 필드(510)의 크

기는 한번에 표시하는 프레임들의 수에 따라 다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꺼번에 2개의 프레임들을 표시하는 경우

에 2비트의 크기를 갖는 Pattern 필드(512)와 6비트의 크기를 갖는 Size 필드(522)가 사용되고, 한꺼번에 4개의 프레임들

을 표시하는 경우에 4비트의 크기를 갖는 Pattern 필드(514)와 4비트의 크기를 갖는 Size 필드(524)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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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 Block ACK Bitmap을 압축하는데 런렝쓰 코딩을 이용하는 이유는 블록 전송에서 발생되는 프레

임들의 에러는 연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48개의 프레임이 전송된 프레임들 중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프레

임("1"로 표시)과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프레임("0"으로 표시)이 "1111111111 111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10101000"로 된다고 가정하자. 종전의 Bitmap 방식에 의하면 48 바이트가 사용되지만, Block ACK

Bitmap 필드는 128 바이트의 고정된 길이를 갖는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따르면 Block ACK Bitmap 필드의 길이는 종전

의 경우보다 짧아진다. 즉, 2개의 프레임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에 (11, 6개)(10, 1개)(00, 13개)(10, 3개)(00, 1개)로

서 총 5바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4개의 프레임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에 (1111, 3개)(1000, 1개)(0000, 6개)(1010, 1

개)(1000, 1개)로서 총 5바이트가 필요하다. 즉, 종전의 방식에 의하면 블록 ACK 프레임은 Block ACK Bitmap 필드의 길

이를 포함하여 총 152 바이트가 필요하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총 29바이트의 길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본 발명

의 실시예에 따르면 블록 ACK 프레임의 길이는 종전의 경우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 블록 ACK 프레임의 길이가 짧아지면

데이터 전송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블록 ACK 프레임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도 의미

한다.

한편, 앞서 설명한 PB 필드(430)와 PR 필드(431)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Block ACK Bitmap이 생략될 수도 있다. 즉,

수신 스테이션은 수신된 모든 프레임들에게서 에러가 발생했거나 모든 프레임들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 PB 필드(430)를

세팅할 수 있고, 모든 프레임들을 정상적으로 수신한 경우에 PR 필드(431)를 세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블록 ACK 프레임

의 길이는 24 바이트를 갖는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블럭 ACK 요청 프레임(60)은 도 2의 블록 ACK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MAC header(61)와, BAR Control 필드(62)와,

Block ACK Starting Sequence Control 필드(63)와, 에러 체크섬을 계산하기 위한 FCS 필드(64)로 구성된다.

BAR Control 필드(62)는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TID 필드(624)를 포함하지만,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

과는 달리 BA Type 필드(622)를 더 포함한다.

BA Type 필드(622)는 수신 스테이션이 전송할 블록 ACK 프레임의 타입을 세팅하는 필드이다. 예를 들면,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송신 스테이션은 BA Type 값을 "00"으로 설정하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

록 ACK 프레임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 BA Type 값을 "01"로 설정한다. "10" 및 "11" 값은 또 다른 블록 ACK 프레임

을 위하여 유보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송신 스테이션이 복수의 프레임들을 전송하면, 수신 스테이션이 전송되는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한다(S710).

복수의 프레임들을 전송한 후에 송신 스테이션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갖는 블록 ACK

프레임(이하,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요청하는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전송하면, 수신 스테이션이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S720). 수신 스테이션은 수신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의 BAR Control 필드를 통해

수신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이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요청하는 프레임인 것을 알 수 있다.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면, 수신 스테이션은 앞서 S710 단계에서 수신한 복수의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S730). 즉, 어떤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고 어떤 프레임이 오류가 발생된 상태로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수신된 프레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수신 스테이션은 송신 스테이션에게 전송할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한

다(S740).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이 생성되면, 수신 스테이션은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송신 스테이션에게 전송한다(S750).

수신 스테이션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S720 단계에서 수신 스

테이션은 수신된 프레임을 블록 ACK 요청 프레임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 경우에 수신 스테이션은 송신 스테이션에게 종전

의 블록 ACK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은 새롭게 정의한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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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아니고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의 유보된 필드에 세팅된 정보에 의해 구별되는 프레임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실

시예에 따른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지원하는 스테이션은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스테이션과 호환

될 수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효율이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의 효율보다 나빠질 수가 있다. 즉, 오

류가 발생하는 프레임의 패턴이 불규칙할 경우에 런렝쓰 코딩의 효율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요청받더라도 수신된 프레임들의 상태에 따라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방식이 필

요하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도 8을 통해 설명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송신 스테이션이 복수의 프레임들을 전송하면, 수신 스테이션이 전송되는 복수의 프레임들을 수신한다(S810).

복수의 프레임들을 전송한 후에 송신 스테이션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전송하면, 수

신 스테이션이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수신한다(S820). 도 8의 실시예에 마찬가지로 수신 스테이션은 수신된 블

록 ACK 요청 프레임의 BAR Control 필드를 통해 수신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이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요청하는

프레임인 것을 알 수 있다.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수신하면, 수신 스테이션은 앞서 S710 단계에서 수신한 복수의 프레임들의 수신 상태를

확인한다(S830). 즉, 어떤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고 어떤 프레임이 오류가 발생된 상태로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수신된 프레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수신 스테이션은 압축된 블록 ACK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840).

압축된 블록 ACK 조건은 생성될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사이즈가 기준 사이즈, 예를 들면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 충족된다. 즉, 이 경우에 양자의 Block ACK Bitmap을 비교하여 어떤 프레임의 사이즈가 작은지를 판

단할 수 있다.

압축된 블록 ACK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수신 스테이션은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한다(S850). 그리고 나서 압

축된 블록 ACK 프레임을 송신 스테이션에게 전송한다(S860).

압축된 블록 ACK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수신 스테이션은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을 생성한다(S870). 그리고 나

서 생성된 블록 ACK 프레임을 송신 스테이션에게 전송한다(S860).

본 실시예에서도 도 7의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을 지원하지 않

는 스테이션은 S720 단계에서 수신된 프레임을 종전의 블록 ACK 요청 프레임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도 7의 실

시예와 마찬가지로 수신 스테이션은 송신 스테이션에게 종전의 블록 ACK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런렝쓰 코딩 방식으로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다른 구조의 압축된 블록 ACK 프

레임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Block ACK Bitmap을 일부 수정한 Bitmap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비트맵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Block ACK Bitmap 필드(44)에는 대상 프레임에 대한 ACK 비트(911)와 Type 비트(912)의 쌍(이하 비트쌍 이라고 함)

(910)이 순서대로 기록되는데, 상기 비트 쌍(910)의 개수(m)는 최소인 경우 총 MSDU의 개수와 같고, 최대인 경우 총 프

래그먼트의 개수와 같다.

프레임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MSDU로 이루어지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MSDU 중 일부 프래그먼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Block ACK Bitmap 필드(44) 중에서 ACK 비트(911)에는 해당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비트가 기

록되는데, 정상적으로 수신된 경우에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리고, Type 비트(912)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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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ACK 비트가 해당 프레임(MSDU 또는 프래그먼트)에 대한 수신 확인을 나타내는 것인가(전자), MSDU 내에서 현재 프

래그먼트 이후의 모든 프래그먼트에 대한 수신 확인을 나타내는 것인가(후자)를 구별하는 비트 정보가 기록된다. Type 비

트(912)는 전자의 경우 0으로, 후자의 경우 1로 기록될 수 있다.

앞서 설명에서 48개의 프레임들이 10개의 프래그먼트를 가진 4개의 MSDU와 8개의 프래그먼트를 가진 MSDU인 경우에

"1111111111 1110000000 0000000000 00000000000 10101000"을 표현하려면 비트쌍을 (1,1), (1,0)(1,0)(1,0)(0,0)

(0,0)(0,0)(0,0)(0,0)(0,0)(0,0), (0,1), (0,1), (1,0)(0,0)(1,0)(0,0)(1,0)(0,0)(0,0)(0,0)로 표현할 수 있다. (1,1)은 첫

MSDU의 모든 프래그먼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음을 나타내고, (1,0)(1,0)(1,0)(0,0)(0,0)(0,0)(0,0)(0,0)(0,0)(0,0)은

두번째 MSDU의 각 프래그먼트의 수신 상태를 나타내고, (0,1)은 세번째 MSDU의 모든 프래그먼트들을 정상적으로 수신

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0,1)은 네번째 MSDU의 모든 프래그먼트들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며,

(1,0)(0,0)(1,0)(0,0)(1,0)(0,0)(0,0)(0,0)은 다섯번째 MSDU의 각 프래그먼트의 수신 상태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 총 42

비트, 즉 6바이트 정도면 Block ACK Bitmap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설명한 압축된 블록 ACK 프레임의 구조는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스테이션(1000)는 상위층 모듈(1010)과, 블록 ACK 선택 모듈(1020)과, MAC 모듈(1030)과, 제어 모듈(1040)과, PHY

모듈(1050)을 포함한다.

MAC 모듈(1030)은 MAC 층(Media Access Control Layer)에서의 동작을 관장한다. 즉, 상위층 모듈(1010)로부터

MSDU를 전달받아 여기에 MAC 헤더를 부착하고 그 결과를 PHY 모듈(1050)에 전달한다. 한편, MAC 모듈(1030)은 블록

ACK 선택 모듈(1020)에 의해 생성된 Block ACK Bitmap을 갖는 Block ACK 프레임을 생성하여 PHY 모듈(1050)에 전

달한다.

또한, MAC 모듈(1030)은 PHY 모듈(1050)로부터 다른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된 프레임을 수신하면 여기서 MAC 헤더를

판독한 후 MAC 헤더를 제거하고 그 결과를 상위층 모듈(1010)에 전달한다. MAC 모듈(1030)은 다른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된 프레임의 FCS 필드를 통해 에러 여부를 체크하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 프레임에서 MAC 헤더를 제거한 후에 상위

층 모듈(1010)에 전달한다.

상위층 모듈(1010)은 MSDU를 생성하여 MAC 모듈(1030)에 전달하고, MAC 모듈(1030)로부터 MAC 헤더가 제거된 데

이터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상위층 모듈(1010)은 LLC 층(Logical Link Layer) 이상의 네트워크 층을 관장한다.

PHY 모듈(1050)은 물리층(Physical Layer)에서의 동작을 관장한다. 즉, MAC 모듈(1030)로부터 MPDU(MAC Protocol

Data Unit)를 전달받아 PPDU(PACKet Protocol Data Unit)를 생성하고 이를 포함하는 무선 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한다.

또한, 무선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가공한 후 이를 MAC 모듈(1030)에 전달한다. PHY 모듈(1050)은 다

시 세분화하여 베이스밴드 프로세서(base band processor)와 RF(radio frequency) 모듈로 세분화 될 수 있다.

블록 ACK 선택 모듈(1020)은 수신된 프레임의 상태에 따라 Block ACK Bitmap을 생성하고, 이를 MAC 모듈(1030)에 전

달한다. 즉, 블록 ACK 선택 모듈(1020)은 MAC 모듈(1030)에서 수신된 프레임들에 대하여 에러 여부를 체크하면 이를 이

용하여 Block ACK Bitmap을 생성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1000)이 수신한 프레임이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인 경우에 블록 ACK 선택 모듈(1020)은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생성한다.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스테이션

(1000)이 수신한 프레임이 압축된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인 경우에 블록 ACK 선택 모듈(1020)은 압축된 Block ACK

Bitmap이 기존의 Block ACK Bitmap보다 작은 사이즈가 될 경우에만 압축된 Block ACK Bitmap을 생성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기존의 Block ACK Bitmap을 생성한다.

제어 모듈(1040)은 스테이션(100) 내의 다른 모듈의 동작을 제어하는데, 중앙 처리 유닛(CPU), 마이콤(Microcomputer)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모듈(module)"이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software component) 또는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또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과 같은 하드웨어 구성요소(hardware

component)를 의미하며, 모듈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모듈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의미

는 아니다. 모듈은 어드레싱(addressing)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있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세서

들을 실행시키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 예로서 모듈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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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클래스(class) 구성요소들 및 태스크(task) 구성요소들과 같은 구성요소들과, 프로세스들(processes), 함수들

(functions), 속성들(properties), 프로시저들(procedures), 서브루틴들(sub-routines), 프로그램 코드(program code)의

세그먼트들(segments), 드라이버들(drivers), 펌웨어(firmwares), 마이크로코드(micro-codes), 회로(circuits), 데이터

(data), 데이터베이스(databases), 데이터 구조들(data structures), 테이블들(tables), 어레이들(arrays), 및 변수들

(variables)을 포함한다. 구성요소들과 모듈들 안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더 작은 수의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로 결합되거나

추가적인 구성요소들과 모듈들로 더 분리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 및 모듈들은 통신 시스템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을 실행시키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시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명세서에 개

시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본 발명은 한정되지 않으며 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이루

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통신을 위한 효율적인 Block ACK 프레임을 이용한 무선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다. Block ACK

프레임의 사이즈가 작아짐에 따라 Block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Block ACK의 전송중

에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EEE 802.11e 표준에 따른 블록 ACK 매커니즘을 보여주는 시퀀스도이다.

도 2는 IEEE 802.11e 표준에 따른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IEEE 802.11e 표준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비트맵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요청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전송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블록 ACK 프레임의 비트맵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스테이션의 구조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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