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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DCF 룰을 따르는 무선랜 환경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다른
프레임과 충돌 확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DCF에 따라서 억세스 포인트 및 이상의 스테이션간 경쟁을 통하여 소정의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무선통
신방법은,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Interframe Space) 중 짧은 프레임간 시간간격을 상기 억
세스 포인트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랜의 DCF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에 기존의 CSMA/CA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
티캐스트 프레임 전송시에 충돌을 감소시킴으로써 프레임의 전송 성공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무선랜, DCF, 백오프,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CF 접속 환경하에 경쟁을 통한 억세스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의 유니캐스트 프레임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도 3은 종래의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 전송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3가지 모드를 설명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모드 1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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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도 4 및 도 5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나타낸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0 : 억세스 포인트(AP) 200 : 송신 스테이션(src STA)

  300 : 다른 스테이션들(the other STAs) 10 : ACK 프레임

  20, 21, 22 : BC/MC 프레임 30, 31 : busy medium

  40 : Self-CTS 프레임 50 : 유니캐스트 프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랜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DCF 룰을 따르는 무선랜 환
경에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다른 프레임과 충돌 확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송을 보장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무선랜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전송속도의 향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접속의 문제를 담당하는 MAC 부계층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IEEE 802.11a, IEEE 802.11b 모두 IEEE 802.11의 MAC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속
도가 향상되더라도 채널 접속상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
서 무선랜에서 충돌 발생률의 감소와 충돌한 패킷에 대한 신속한 에러 복구는 전체 시스템 성능 향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IEEE 802.11 working group 에서 정의하고 있는 MAC 부계층에선 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와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을 정의하고 있다. DCF 방식은 IEEE 802.11 MAC에서 기본 접속 방법이며, 이 방식
은 경쟁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속 방법으로 백오프 알고리즘(Backoff Algorithm)을 사용한다.

  DCF 에서 매체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DIFS(DCF InterFrame Space)이다. DIFS 이후, 즉 매체 사용 가능 시간 후
에 백오프 타이머가 영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다면 스테이션들은 전송하기 전에 추가적인 연기 시간에 대한 랜덤 백오프
시간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백오프 알고리즘은 다중 스테이션간에 경쟁시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한다. 백오프 알고리
즘의 일 예는 다음의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Backoff Time = Random()×aSlotTime [식 1]

  여거서, Random()는 ＇Uniform Pseudo Random integer＇이고, aSlotTime은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값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DCF 접속 환경 하에서 동작할 때는 DIFS 기간이상으로 매체가 사용 중이지 않으면 스테이션은 전송이 임박
한 MPDU(MAC Protocol Data Unit)을 전송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하에서 매체가 반송파 감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용 중이라고 결정되었을 경우, 랜덤 백오프 알고리즘에 의해서 CW(Contention Window)의 사이즈가 바뀌게 된다.
MPDU를 전송하거나 혹은 재전송 할 때 MPDU와 ACK 전송을 허락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스테이션은
선택된 랜덤 백오프 시간에 의하여 전송을 연기할 것이다.

  도 1은 DCF 접속 환경하에 경쟁을 통한 억세스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IEEE 802.11의 DCF 모드에서는 CSMA/
CA(Carrier Sense Multi Access/Collision Avoidance) 방식을 사용하여 매체를 억세스하게 된다. Carrier Sense, 즉 반
송파를 감지하는 방법 중에서, Physical carrier sense 메커니즘은 PHY(physical layer)에 의해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802.11 PHY 규격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Virtual carrier sense 메커니즘은 MAC 계층에 의해 제공되며,
NAV(Network Allocation Vector)를 사용한다. NAV는 각 STA(station)에 존재하는 일종의 카운터로서, 프레임에 포함
된 ＇duration field＇를 참조하여 언제 채널이 유휴 상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상기 CSMA/CA 방식에 따라
서 하나의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메체의 상태를 감지하여 매체가 ＇idle＇하고 ＇idle＇한 시
간이 DIFS 보다 크거나 같으면 바로 프레임을 전송하며, 매체가 ＇busy＇한 경우에는 매체가 ＇idle＇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매체가 ＇idle＇상태로 되면 DIFS를 기다리게 되며, DIFS가 지나도 매체가 ＇idle＇상태이면, 주어진 CW에 대해
[0, CW]구간에서 랜덤하게 선택된 시간만큼 aSlotTime 단위로 백오프하게 된다. 주어진 랜덤 백오프 간격(random
backoff interval) 만큼 시간이 지나도 매체가 ＇idle＇하다면 해당 프레임을 전송하게 된다.

  프레임간의 시간 간격을 IFS(Interframe Space)라고 하며, 무선매체접근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제공하기 위해
SIFS(Short Interframe Space), PIFS(PCF Interframe Space), DIFS(DCF Interframe Space), EIFS(Extended
Interframe Space) 로 정의된 4개의 다른 IFS가 존재한다. 각 IFS간의 관계는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장 짧은 IFS인
SIFS는 ACK, CTS프레임, 연속되는 fragmentation 프레임, 그리고 CFP(Contention Free Period)에서의 프레임 등에 사
용된다. PIFS는 오직 CFP의 시작부분에서 PCF(Point Coordination Function)하에서 작동하고, DIFS 는 DCF하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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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면서, MPDU(MAC Protocol Data Unit)와 MMPDU(MAC Management Protocol Data Unit)들을 전송하려는 STA
들에 의해 사용된다. EIFS는 PHY가 MAC프레임이 정확한 FCS(Frame Check Sequence)값을 가지고 전송되지 않았음을
알렸을 때 DCF 하에서 사용된다.

  도 2를 참조하여 종래의 유니캐스트 프레임 전송 방식을 살펴보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경우 1은 성공적인 전송
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프레임1을 전송하고 SIFS 경과 후에 ACK를 수신한다. 그리고, DIFS 경과 후 백오프 알고리즘를
거치고 프레임2를 전송한다.

  경우 2는 전송후 ACK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로서, 프레임1을 전송하고 ACK 타임아웃(ACK timeout) 기간 동안 ACK를
수신하지 못하면 다시 백오프 알고리즘를 거친 후 프레임1을 전송이 실패하면, 전송이 성공할 때까지 주어진 재전송 카운
트(retry count) 만큼 해당 프레임1을 재전송함으로써 안정성(reliability)을 높인다. 경우 2와 같이 ACK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 백오프 과정에서는 CW를 원래 값에서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처음의 백오프에서 CW=15 였다면, 충돌이 발생한
후의 백오프에서는 CW를 15 내지 1023의 범위에서 증가시킴으로써 충돌확률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백오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확률은 두개의 STA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가정할 때 1/CW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우 3은 전송후 ACK 프레임 수신 중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ACK 타임아웃 기간이 지난 후 ACK 프레
임의 상태에 따라 DIFS 또는 EIFS 경과 백오프 알고리즘을 거치고 다시 프레임1을 재전송함으로써 충돌의 가능성을 줄인
다. 이와 같이 유니캐스트의 경우에는 ACK를 수신하는가 여부에 따라 프레임 재전송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프레임 전송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도 3을 참조하여 종래의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 전송 방식을 살펴보면,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도 3
에서 BC 프레임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의미하며, 멀티캐스트 프레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우 4는 전송이 정상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BC 프레임 1을 전송한 후 DIFS를 거치고 ACK 수신 과정없이 백오프 알고리즘을 거친 후
BC 프레임 2를 전송한다.

  경우 5는 충돌로 인해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서, BC 프레임1이 충돌로 인해 제대로 전송되지 못
한 경우에도 DIFS 경과 후 백오프 알고리즘을 거치고 BC 프레임1을 재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 4와 마찬가지로 BC 프
레임2를 전송한다. 이러한 종래의 방법은 충돌이 발생하여도 재전송하는 방법이 없으며, 충돌 후 백오프 과정에서도 CW
는 이전의 값으로 고정(CWmin 값, 즉 15로 고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환경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전과 마찬가지
로 존재하게 된다.

  도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IEEE 802.11에서 정의하는 DCF 동작 방식은 랜덤 백오프라는 충돌 회피(Collision
Avoidance) 방식을 통해 매체를 억세스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 회피 방식은 충돌 감지(Collision Detection) 방식과는
달리, 오로지 전송한 프레임에 대한 ACK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전송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방법에 따르면, 도 3과 같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 또는 멀티캐스트(multicast) 방식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된 데이
터에 대하여 ACK로 응답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전송시 충돌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종래의 방법으로는 스테이션 간에 데이터 전송시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무선 네트워크
의 안정성(reliability)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된 것으로, IEEE 802.11 무선랜의 MAC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브로
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에 대한 충돌 방지 기법을 제공함으로써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충돌 방지 기법을 DCF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infrastructure mode)나
애드혹 모드(ad-hoc mode)를 불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DCF에 따라서 억세스 포인트 및 이상의 스테이션간 경쟁을 통하여 소정의 프레임을 송
수신하는 무선통신방법에 있어서,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Interframe Space) 중 짧은 프레
임간 시간간격을 상기 억세스 포인트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은 SIFS(Short interframe space), PIFS(PCF interframe
space), DIFS(DCF interframe space), EIFS(Extended interframe space)를 포함하고,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상기 소정
의 프레임간 시간간격 중 SIFS를 적용하고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는 DIFS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은 SIFS(Short interframe space), PIFS(PCF interframe
space), DIFS(DCF interframe space), EIFS(Extended interframe space)를 포함하고,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상기 소정
의 프레임간 시간간격 중 PIFS를 적용하고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는 DIFS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이후 백오프(Back off)없이 소정의 프레임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DCF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스테이션간 경쟁을 통하여 소정의 프레임 정보를 송수신하
는 무선통신방법에 있어서, 백오프 윈도우를 통한 경쟁에서 이긴 경우에 자신을 목적지로 하는 CTS(clear to send) 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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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하는 도중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한 후
DIFS(DCF interframe space)보다 짧은 IFS이후에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하는 도중 충돌이 발생하여 매체가 바쁜 상태가 되면, 상기 상태가 종료한 후 슬롯 타임
(aSlotTime) 경과후에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하는 도중 충돌이 발생하여 매체가 바쁜 상태가 되면, 상기 상태가 종료한 후 SIFS 경과후에 상
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broadcast frame)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multicast
frame)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DIFS보다 짧은 IFS는 PIFS(PCF interframe space) 또는 SIFS(Short interframe space)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
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
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
성 요소를 지칭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3가지 모드를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모드 1은 AP(access point; 100)가 송신 STA(200)로부터
받은 프레임을 릴레이(relay)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송신 STA(200)로부터 BC/MC 프레임(브로드캐스트 프레임 또
는 멀티캐스트 프레임; 20)을 수신하고 ACK 프레임(10)를 송신한 후에, 종래의 IEEE 802.11 표준에 따르면 DIFS 경과후
백오프 알고리즘에 의한 경쟁을 거친 후에야 BC/MC 프레임(20)을 다른 STA들(300)에 전송(릴레이)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면, AP(100)가 전송하는 BC/MC 프레임(20)은 다른 프레임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충돌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상기 ACK(10)를 송신한 후에, DIFS 만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다음 송수신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인 SIFS 만큼만 기다린 후 바로 BC/MC 프레임(20)을 전송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AP(100)는 DIFS 만큼 기다리는 다른 STA에 비해 경쟁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고 충돌없이 BC/MC 프레임(20)을 송신
STA에 확실하게 전송할 수 있다.

  모드 1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도 5를 참조하면, 송신 STA(200) 및 다른 STA들(300) 간에 busy
medium(30)을 발견하면 모든 STA은 DIFS 경과 후에 백오프 알고리즘을 거치는데, 도 5에서는 송신 STA(200)가 경쟁에
서 이기면, ＇ToDS＇플래그(flag)를 설정하여 BC/MC 프레임(20)을 AP(100)에 송신하게 된다.

  그러면 AP(100)는 SIFS 후에 ACK 프레임(10)을 송신 STA(200)에 전송하고 DIFS 만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SIFS
경과 후 바로 BC/MC 프레임(20)을 다른 STA들(300)에게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하게 된다. 이후 다른
STA(300)이 전송할 유니캐스트 프레임이 있으면 남은 백오프 만큼 경과한 후에 상기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전송한다.

  상기 ACK 프레임(10)을 받은 후 SIFS 경과후가 아니라 PIFS 기간 경과후에 BC/MC 프레임(20)을 전송하여도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다. 왜냐하면 PIFS는 AP가 PCF 모드에서 폴링(polling)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IFS로서 AP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P(100)가 송신 STA(200)로부터 BC/MC 프레임(20)을 전송받고 ACK 프레임(10)을 전송하는 과정
사이에도 SIFS를 이용하므로 일관성을 유지하여 ACK 프레임(20)을 송신 STA(200)에 전송하고 BC/MC 프레임(20)을 다
른 STA들(300)에 브로드캐스트(또는 멀티캐스트)하는 과정 사이에도 SIFS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 4에서 모드 2는 AP(100)가 스스로 BC/MC 프레임(21)을 전송하려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종래의 IEEE 802.11 표
준에 따르면 무선 매체가 사용중이어서 busy medium(30) 상태가 경과한 후, 역시 DIFS를 경과하고 백오프 과정을 거쳐서
AP(100)가 경쟁에서 이긴 경우에 BC/MC 프레임(21)을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충돌이 발생되면 BC/MC 프레임(21)은
재전송 되지 못하므로 문제가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busy medium(30) 상태가 경과한 후, PIFS 경과후에 바로
AP(100)가 BC/MC 프레임(21)을 전송하게 한다. PIFS는 다른 STA들은 이용할 수 없고 AP(100)만이 이용할 수 있으므
로 AP(100)는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BC/MC 프레임(21)을 다른 프레임에 앞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상
기 PIFS 경과후가 아니라 SIFS 경과후에 AP(100)가 BC/MC 프레임(21)을 전송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 4에서 모드 3은 AP(100) 및 송신 STA(200)이 Self-CTS 프레임(40)을 이용하여 BC/MC 프레임(22)을 다른 STA들
(300)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무선 매체가 사용중이어서 busy medium(30) 상태가 존재하면 그 상태
가 경과한 후, DIFS가 경과하면 백오프 알고리즘을 통한 경쟁을 거쳐 BC/MC 프레임(22)을 전송하기 전에 본 발명에서 제
시하는 Self-CTS 프레임(40)을 먼저 전송한다. 이 Self-CTS 프레임(40)의 구조는 기존의 CTS 프레임(Clear to Send
Frame)과 동일한데, 다만 ＇destination address＇만 송신 STA 자신의 주소로 지정하며, RTS 프레임(Ready to Send
Frame)을 받지 않고서 전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기 Self-CTS 프레임(40) 전송 후 PIFS(또는 SIFS) 후에 BC/
MC 프레임(22)을 전송하고 Self-CTS 프레임 전송기간, PIFS(또는 SIFS), 및 BC/MC 프레임 전송기간을 합하여
NAV(Network Allocation Vector) 값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Self-CTS 프레임 전송시 충돌이 발생하여 medium
busy(31)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끝난 후 aSlotTime 또는 SIFS를 기다린 후 바로 BC/MC 프레임(22)을 전송하게 된다.

  도 6은 도 4 및 도 5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나타낸 흐름도이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S10의 예), 송신 STA(200)가 송신한 BC/MC 프레임(20)을 수신한 AP(100)가 BC/MC 프레
임(20)을 릴레이하여 다른 STA들(300)에 브로드캐스트(또는 멀티캐스트)하는 경우에는(S20의 아니오) 상기 모드 1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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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S10의 예), AP(100)가 직접 생성한 BC/MC 프레임(21)을 다른 STA들(300)에 전송하는 경우
에는(S20의 예), 상기 모드 2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AP(100)가 CSMA/CA 방식을 따를 수도 있으므로 모드 3을
사용할 수도 있다(S30).

  AP(100)가 존재하지 않는 애드혹 모드에서(S10의 아니오), 송신 STA(200)이 다른 STA들(300)에 BC/MC 프레임(22)
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모드 3의 방법을 이용하여 CSMA/CA 규칙에 의해 BC/MC 프레임(22)을 전송한다(S50).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랜의 DCF 모드로 동작하는 경우에 기존의 CSMA/CA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
티캐스트 프레임 전송시에 충돌을 감소시킴으로써 프레임의 전송 성공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상기 브로드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의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유니캐스트 프레임을 전송한 다른 스
테이션에 있어서도 충돌의 가능성을 줄여 재전송의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DCF에 따라서 억세스 포인트 및 이상의 스테이션간 경쟁을 통하여 소정의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무선통신방법에 있어서,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interframe space) 중 짧은 프레임간 시간간격을 상기 억세스 포
인트에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 포인트가 송수신하는 소정의 프레임은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broadcast frame)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
임(multicast fram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은 SIFS(Short interframe space), PIFS(PCF interframe
space), DIFS(DCF interframe space), EIFS(Extended interframe space)를 포함하고,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상기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 중 SIFS를 적용하고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는 DIFS를 적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은 SIFS(Short interframe space), PIFS(PCF interframe
space), DIFS(DCF interframe space), EIFS(Extended interframe space)를 포함하고,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상기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 중 PIFS를 적용하고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는 DIFS를 적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공개특허 10-2005-0076153

- 5 -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억세스 포인트는 소정의 프레임간 시간간격이후 백오프(Back off)없이 소정의 프레임 정보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7.

  DCF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스테이션간 경쟁을 통하여 소정의 프레임 정보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방법에 있어서,

  백오프 윈도우를 통한 경쟁에서 이긴 경우에 자신을 목적지로 하는 CTS(clear to send)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 및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하는 도중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한 후 DIFS(DCF interframe
space)보다 짧은 IFS이후에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
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하는 도중 충돌이 발생하여 매체가 바쁜 상태가 되면, 상기 상태가 종료한 후
슬롯 타임(aSlotTime) 경과후에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CTS 프레임을 송신하는 도중 충돌이 발생하여 매체가 바쁜 상태가 되면, 상기 상태가 종료한 후
SIFS 경과후에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을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10.

  제7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둘 이상의 목적지를 갖는 프레임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broadcast frame) 또는 멀티캐스트 프레임(multicast fram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르
는 무선통신방법.

청구항 11.

  제7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DIFS보다 짧은 IFS는 PIFS(PCF interframe space)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DCF를 따
르는 무선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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