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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방법 및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라우팅 방법은 네트워크 내

의 노드들 사이에 링크 상태 품질을 포착함으로써 링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링크 상태 정보로 라우팅 요소

(101)를 갱신하는 단계, 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상기 링크 상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

정된 루트를 따라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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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 사이에 링크 상태 품질을 포착함으로써 링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링크 상태 정보로 라우팅 요소(101)를 갱신하는 단계;

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상기 링크 상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루트를 따라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100kHz 내지 100P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방사를 토대로 한 송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시스템은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 UWB, JTRS, 3G, GPRS,

및 EDGE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콘텐트는 VoIP, 게이밍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 네

트워크 관리 트래픽, 및 월드 와이드 웹 콘텐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콘텐트는 서비스의 품질 파라미터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의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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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내의 기반구조 노드들 사이의 링크 상태 정보를 포착하는 포착 수단(3001);

라우팅 요소(101)에 대한 상기 링크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갱신 수단(102);

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결정 수단(3002); 및

상기 결정된 루트에 따라서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하는 라우팅 수단(101)을 포함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노드들 사이의 통신은 100kHz 내지 100P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방사를 토대로 한 송신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시스템은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 UWB, JTRS, 3G, GPRS,

및 EDGE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콘텐트는 VoIP, 게이밍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 네

트워크 관리 트래픽, 및 월드 와이드 웹 콘텐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콘텐트는 서비스의 품질 파라미터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

청구항 11.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에 있어서: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 사이의 링크 상태 정보를 포착하는 포착 수단(3001);

라우팅 요소(101)에 대한 상기 링크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갱신 수단(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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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결정 수단(3002); 및

상기 결정된 루트에 따라서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하는 라우팅 수단을 포함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노드들 사이의 통신은 100kHz 내지 100P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방사를 토대로 한 송신 시스템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시스템은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 UWB, JTRS, 3G, GPRS,

및 EDGE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콘텐트는 VoIP, 게이밍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 네

트워크 관리 트래픽, 및 월드 와이드 웹 콘텐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콘텐트는 서비스의 품질 파라미터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의 노드.

청구항 16.

제 11 항 내지 15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하나 또는 몇 개의 노드를 포함한 제 6 항 내지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시스

템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청구항 17.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노드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 사이의 링크 상태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제1 명령 세트;

상기 링크 상태 정보로 라우팅 요소(101)를 갱신하기 위한 제2 명령 세트;

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상기 링크 상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기 위한 제3 명령 세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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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된 적절한 루트에 따라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위한 제4 명령 세트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노드에서

의 컴퓨터 프로그램.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히, 예측적인 라우팅 모델과 함께 트래픽 스케줄링(traffic scheduling) 또는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을

사용하는 이동 또는 고정 환경에서 애드 혹 기반 네트워크를 위한 라우팅 시스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동 사용자들 사이의 무선 통신은 장치 및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점점 더 대중적이 되었다. 기반구조 롤 아웃

(infrastructure roll out)은 전기통신 시스템 및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둘 모두에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요즘 전기통신

시스템은 점점 더 패킷 교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추세가 이러한 패킷 기반 라우팅 방식을 행해 진행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에서 다년간 사용되었으므로, 이 용도를 위한 많은 표준화된 라우팅 프로토콜이 존

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를 들어, 소위 애드 혹 네트워크와 같이 네트워크 토포그래피(network topography)를 고속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는 통상적인 유선 네트워크 기반구조와 동일한 고정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어가 집중되지 않

고, 종종 자발적인 방식으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분산된 개념을 통하여 제어를 유지한다. 노드는 표준 고

정 네트워크 구조에 비하여 제어되지 않는 방식으로 접속되거나 분리될 수 있고; 상기 노드는 고속으로 왕복할 수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도록 한다. 일부 경우에, 이와 같은 애드-혹 네트워크는 기반구조 컴포넌트

로서 사용자/클라이언트 장치 자신에 의해 형성된다. 그 후, 이러한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셀 주위, 상기 셀 내 및

상기 셀로부터 이동하므로, 기반구조가 이에 따라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이동국이다. 이것은 기반구조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라우팅 프로토콜 상에 매우 높은 요구를 설정한다.

무선 기반구조 환경에서의 다른 문제점은 네트워크 흐름의 성능 및 효율을 저하시키는 무선에 특정된 문제에 기인한다. 무

선 환경에서 물체의 이동 또는 기반구조 노드의 이동으로 인하여 페이딩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범위 내의 다른 무선 소스

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네트워크 토포그래프는 군사 환경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또한 민간인 에어리어로 이동하고 있다. 무선

시스템은 이제 예를 들어, 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의 무선 광대역 액세스를 위한 기반구조 에어리어를 고속으로 구

성하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비상 사태, 재해 지역, 또는 군사용 전쟁터에서 일시적 기반구조 구성을 위하여 사

용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예를 들어, 콘서트, 회의, 미팅, 또는 계절적 관광 지역과 같은 이벤트 동안 일시적 액세스 커버

리지 에어리어(coverage area)를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에어리어에서, 1년 내내 커버리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로 되지는 않고, 단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커버리지를 갖는 것이 필요로 된다.

요즘, 몇 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고정된 무선 기반 구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항, 식당, 커피 숍, 및 호텔과 같

은 공공 또는 반-공공 지역에서 무선 액세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종종 소위 핫 스폿(hotspot)이라 칭한다.

액세스하고자 하는 사용자로부터의 요구가 커버리지 및 대역폭에 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무선 커버리지 또는 대역폭의 에

어리어를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은 더 많은 기반구조 컴포넌트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고정된 무선 컴포넌트로 이

것을 행하는 것은 고가이므로, 무선 라우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이 출현하였다. 이 경우에, 설치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다.

애드 혹 네트워크를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네트워크 용도가 존재하는데; 제1 용도는 외부 네트워크,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의 액세스를 제공하는 임의의 외부 게이트웨이 없이 근거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재해 지역

에 관한 시설 또는 전쟁터에서의 군사 시설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다른 그리고 더 통상적인 용도는 하나 또는 몇 개의 게이

트웨이가 예를 들어, IP 기반 네트워크(사설 또는 공중, 예를 들어, 인터넷)로의 외부 접속을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경우이

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에서, 데이터 패킷은 예를 들어, 데이터 트래픽 유형, 혼잡도, 라우팅 비용에 따라서 상이한 루

트(route)를 취하고/하거나, 상이한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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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기반 라우팅 방식은 종종 계층화된 모델을 중심으로 한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예를 들어, OSI 기준 모델(개방 시스템

상호접속)을 구성한다. 통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여러 개의 더 작은 서브 유닛으로 분할되고, 계층적인 방식으로 동

작한다. 정보 및 통신 제어 파라미터는 송신 및 수신 단 사이의 동일한 층들 사이에서 그리고 상하로 국부적으로 통과된다.

각각의 이와 같은 층은 통신 명령에서 상이한 태스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우팅과 관련하여, OSI 기준 모델에 따른 제1

의 세 층이 가장 중요하다.

층 1은 데이터 비트의 물리적인 송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물리적인 수단의 예는 예를 들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WLAN)

에서의 무선 링크 또는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일 수 있다.

층 2는 종종 링크 층 또는 MAC 층이라 칭해지며, 데이터의 청크, 에러 검출, 및 네트워크 자원 조정을 송신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층 3은 종종 네트워크 층이라 칭해지며; 네트워크 내의 임의의 쌍의 노드들 간의 통신을 인에이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층은 예를 들어, 라우팅 계산 및 혼잡도 제어를 책임진다. 이 목적을 위하여,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라우

팅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IP-기반 네트워크에서의 패킷 라우팅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거리 벡터 또는 링크 상태 정보를 사용한 라우팅 알고리즘을

토대로 하여, 네트워크에서 소스 및 목적지 노드의 각 쌍에 대한 루트를 탐색하여 유지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에서, 각 라우터는 모든 호스트에 대한 거리를 자신의 이웃 라우터에 브로드캐스팅하며, 그 정보를 수신하

는 각 라우터는 네트워크 내의 호스트 각각에 대한 최단 루트를 계산한다. 링크 상태 라우팅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라우터

는 자신의 인접 네트워크 링크 각각의 상태 정보를 자신의 이웃 라우터에 브로드캐스팅하고, 그 정보를 수신하는 각각의

라우터는 링크 상태 정보로부터 네트워크의 전체 픽처(picture)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링크 비용

을 토대로 하여 각 호스트로의 최대 루트를 계산한다. 이러한 라우팅 알고리즘은 비교적 고정된 네트워크를 위해 디자인되

므로, 새로운 라우팅 알고리즘이 토폴리지가 자주 변화하는 애드 혹 네트워크를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

애드 혹 네트워크를 위한 기존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적으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것은 "프로액티브

(proactive)"(테이블 구동된) 및 "리액티브(reactive)"(온-디멘드(on-demand))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러한 프로토콜의

조합을 갖는 프로토콜이 또한 가능하다.

프로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은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 모든 호스트로의 루트를 자주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산하므로, 패킷

이 특정 목적지 호스트로 송신될 필요가 있을 때, 루트가 항상 이용 가능하다. 그 결과는 모든 노드에서 라우팅 테이블에

유지된다.

각 호스트로의 루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어 메시지는 라우터들 사이에서 교환되어, 네트워크 구성 및 링크 상태의 변화

를 통지한다. 거리 벡터 및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 둘 모두는 프로액티브 프로토콜로서 분류된다. 제어 메시지가 오버

헤드를 초래하고, 네트워크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의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토

폴로지가 자주 변화할 때, 유효한 루트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DSDV(목적지-순서화된 거리 벡터 라우팅)는 라우팅 정보 프로토콜(RIP)을 애드 혹 네트워크에 적응시키는, 거리 벡터 알

고리즘을 토대로 한 프로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각 노드는 상기 노드가 모든 도달 가능한 목적지 호스트 각각으로의

홉 노드(hop node) 및 홉 카운트(hop count)를 저장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한다. DSDV에서, 각 노드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신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변화를 검출할 때, 라우팅 갱신을 브로드캐스팅하거나 멀티캐스팅한다. 최종 갱신 이후

의 변화에 관한 정보만을 갱신하는 증분 갱신이 또한 제어 트래픽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리액티브 프로토콜은 송신될 데이터 패킷이 존재할 때, 루트를 탐색/갱신하기 위하여 제어 메시지 교환만을 수행한다. 소

스 노드는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고자 할 때, 제어 프로토콜을 개시하여, 자신의 이웃 노드로 루트 요청 메시지를 송신함으

로써 루트를 탐색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리액티브 방법은 송신될 패킷이 존재하지 않을 때, 네트워크 자원이 낭비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양호하다. 그러나, 루트가 제1 시간 동안 형성되어야 할 때, 패킷을 송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든다. AODV

및 DSR은 대표적인 리액티브 프로토콜이다.

AODV(애드혹 온-디멘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은 DSDV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온-디멘트를 토대로 하여, 즉, 단지

소스 노드가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루트를 생성하고/갱신한다. 이로 인해, 루트를 탐색/갱신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브로드캐스트의 수가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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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V에서, 각 노드는 검출된 이웃 노드의 리스트를 유지한다. 이웃 리스트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a) 패킷이 이웃 노드로

부터 수신되는 경우, b) 이웃 노드로부터 로컬 어드버타이즈먼트(local advertisement), 즉, 헬로 메시지(hello message)

를 수신하는 것, 또는 c) 링크 층으로부터의 피드백 중 하나에서 갱신된다. 헬로 메시지는 각 노드로부터 이의 이웃하는 노

드로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팅되어, 자신의 존재에 관해 이웃하는 노드에 통지한다.

AODV에서, 각 노드는 상기 노드가 통신하거나 다른 노드를 대신하여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는 모든 목적지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한다. 각각의 목적지에서, IP 어드레스, 목적지 노드에 대한 시퀀스 번호, 목적지로의 홉 카운트, 목적지로의

다음 홉 노드, 및 루트에 대한 수명과 같은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우팅 테이블 내에 엔트리(entry)가 존재한다.

노드가 목적지 노드와 통신하고자 할 때, 즉,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로 송신하고자 할 때, 소스 노드는 루트 발견 메커니즘

을 개시하는데, 여기서 소스 노드는 루트 요청(RREQ)을 모든 검출된 이웃 노드로 브로드캐스팅한다. 이웃 노드가 RREQ

메시지를 수신하고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 목적지로의 충분히 새로운 루트에 대한 엔트리를 가지는 경우, 상기 이웃

노드는 소스 노드에 루트 응답(RREP) 메시지를 역송신한다. 이웃 노드가 그 목적지에 대한 루트 엔트리를 탐색하지 못하

는 경우, 상기 이웃 노드는 RREQ 메시지를 자신의 검출된 이웃 노드로 전달한다. 목적지 노드가 RREQ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목적지 노드는 소스 노드에 RREQ 메시지를 리턴시킨다.

RREQ 패킷을 전달하는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중간 노드는 브로드캐스트 RREQ의 제1 카피(copy)가 수신되고, 반대 루트

가 설정되는 이웃 노드의 IP 어드레스를 기록한다. 이후에 수신된 동일한 RREQ 메시지의 카피는 모두 폐기된다. 중간 노

드는 목적지에 대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로 엔트리를 부가하는데, 여기서 RREP가 수신되는 이웃 노드는 그 목적지로의

다음 홉 노드로서 기록된다. 목적지 시퀀스 번호 및 루트의 수명이 RREP로부터 복사되고, 엔트리에 기록된다. RREP 메시

지가 최종적으로 소스 노드로 리턴될 때, 소스로부터 목적지로의 순방향 루트가 형성된다.

루트가 상기 루트 상의 인시던트 링크(incident link)의 고장에 의하여 이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노드가 검출할 때, 노드는

그 루트를 사용하는 모든 이웃 노드에 루트 에러(RERR) 메시지를 송신한다. RERR 메시지는 소스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이들의 이웃 노드 등으로 송신된다. 그 후, 소스 노드는 데이터 패킷 송신을 중단하는 것 또는 새로운 루트 발견을 개시하

는 것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DSR(동적 소스 라우팅) 프로토콜은 소스 노드가 온-디멘트를 토대로 하여 루트에 따라 노드의 완전한 시퀀스를 결정하고,

패킷 헤더 내의 중간 노드의 리스트를 설정하여, 루트에 대한 노드의 시퀀스를 나타내는 소스 라우팅 메커니즘을 사용한

다. 이 방법으로, 각 패킷은 패킷 라우팅을 위한 오버헤드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중간 노드는 루트에 관한 임의의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 패킷을 전달할 때, 루트를 습득할 수 있다.

DSR에서, 각 노드는 자신이 습득하였던 루트를 저장한다(캐싱(cashing)한다). 소스 노드가 목적지 노드에 데이터 패킷을

송신하고자 하고, 그 목적지에 대한 엔트리를 캐시에서 갖지 않는 경우, 상기 소스 노드는 자신의 링크-층 상에서 RREQ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함으로써 루트 발견 메커니즘을 개시한다. RREQ 메시지를 수신하는 각 노드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RREQ에 부가하고 나서, 이를 또한 전달한다. 이 프로세스는 목적지로의 루트가 탐색되거나 다른 노드가 목적지로의 루트

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행해진다. 그 후, 목적지 로드로의 네트워크 홉의 시퀀스를 포함하는 루트 응답(RREP) 메시지가

소스 로드로 리턴된다.

DSR에서, 링크 고장이 노드에서 검출되는 경우(즉, 패킷이 최대 횟수로 재송신되었을 경우), 그 노드는 그 링크를 자신의

루트 캐시로부터 제거하고, 확인이 최종적으로 수신되었던 이후에 그 링크를 사용하였던 노드들 각각에 루트 에러(RERR)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러한 노드는 그 링크를 포함하는 루트를 제거해야 한다. 그 후, 소스 노드로부터의 데이터 패킷의 재

송신은 송신 제어 프로토콜(TCP)과 같은 상위층에 의해 핸들링된다.

링크 만료 시간 및 노드의 트래픽 로드를 사용하는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링크 만료 시간은 두 개의 특정 노드의

거리가 무선 유효 거리보다 짧거나 무선 유효 거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시간 간격으로서 규정된다.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

서, 메트릭(metric)은 각 링크의 비용으로서 사용되고, 노드는 이와 같은 루트의 수명이 더 길어지므로, 이것이 제어 트래

픽으로 인한 오버헤드 및 루트 갱신 빈도를 감소시키고, 데이터 패킷 송신의 전체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예상되는, 최

소 비용 루트를 탐색하려고 시도한다.

이 프로토콜에서, 노드의 트래픽 로드는 소정의 시간 기간 동안 노드의 비지 레이트(busy rate)로 표현된다. 노드의 최소

트래픽 로드를 갖는 루트가 루트 선택 알고리즘에서 선택된다. 상기 알고리즘이 네트워크에서 로드 밸런싱을 더 양호하게

하는데, 즉, 상기 알고리즘이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로 트래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예상된다.

공개특허 10-2006-0134955

- 7 -



통상적인 애드 혹 네트워크 라우팅 방법이 이동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

나의 문제점은 사용자가 이동국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돌아다녀서, 시스템이 예를 들어, 페이딩, 전파-손실, 및 섀도잉

(shadowing)으로 인한 무선 품질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반구조 시스템이 이동 요소로 이루어진 경

우,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장비가 기반구조의 부분인 경우에 그러하다. 고정된 무선 기반구조 구성요소를 갖는 시스템에

서도, 예를 들어, 무선 링크 품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두 개의 기반구조 고성요소 사이의 신호 경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차량 또는 다른 물체로 인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주요 관심은 이것들이

라우팅 경로 변화 또는 라우팅 테이블의 갱신 빈도보다 빠르게 변화할 때 발생한다.

라우팅 정보의 갱신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상술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라우팅 정보의 갱신이 매체에서

가능한 데이터 송신 볼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송신 효율을 저하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특허 출원 제2003/0120809호에서, 사용 주파수 대역, 이 경우에, 2.4GHz ISM 대역에서 인증되지 않은 신호에 대해

청취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 간섭 소스를 검출하는 시스템에 설명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네트워크 층 상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이 주로 포커싱되고, 무선 층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적게 포커싱된다. 상기 문서는 단지 현재 상태에 대한 적응

만을 공개하며, 링크 상태의 가능한 다음 특성에 대한 관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기 시스템은 이에 따라 패킷 루트를 적

응시키도록 시도하여, 간섭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상기 해결책은 단지 간섭을 검출하는 것만을 포커싱하고 있고, 상기 문

제점은 간섭 소스를 향한 무선 커버리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간섭자(interferer)에 가까운 노드의 안테나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해결된다.

미국 특허 제5,537,394호에서, 고정된 네트워크 해결책을 위하여 상태 예측 기능이 도입된다. 상기 해결책은 상태 모니터

링 기능으로부터 정보의 큰 통계적인 계산을 수반한다. 상기 통계적인 계산은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내포된 의미의 해석

을 위해서 행해지며, 애드 혹 네트워크에 대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없고, 특히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에 대해 조정될 수 없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바람직하게는, 예측적인 라우팅 제어 및 링크 상태의 측정과 함께, 트래픽 흐름 스케줄링을 위해

이용 가능한 루트 및 트래픽 로드 사이를 정합시키는 특성을 도입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상술된 문제점 중 일부를 감소시키는 애드 혹 라우팅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선 채널 특성, 링크 품질, 또는 다른 링크의 중요한 파라미터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네트워크/링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신호 품질의 유형에 대해 판정하고, 링크 상태의 변화를 적시에 모니터하는 라우팅

프로세싱 요소 상으로 통과된다. 상기 프로세싱 요소는 측정된 추세를 추정하여 신호 품질의 변화를 예측하므로, 이에 따

라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해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이한 루트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시스템은 트래픽 흐름을 스케줄링하거나, 소정의 기준에 따라 로드 밸런싱을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시스템은 예를 들어, 패킷이 음성 또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또는 가령, 이메일

또는 html 데이터 정보와 같은 순수한 텍스트 정보로 이루어지는 경우, 트래픽 유형 또는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은 텍스트 데이터에 비하여 링크에서 훨씬 더 높은 대역폭 및 안정성을 필요로 하므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이한 루트의 품질을 인지하여 이에 따라 데이터를 라우팅하는 것이 가능하다.

OSI 네트워크 기준 모델의 층 1로부터 얻어진 채널 특성 정보는 층 2로부터 얻어진 링크 품질 정보와 함께, 라우팅 제어 및

트래픽 스케줄링이 위치되는 층3으로 송신된다. 상기 측정되어 얻어진 정보는 저장되고, 현재 노드의 라우팅 방식의 부분

인 네트워크 에어리어 내의 노드 및 이용 가능한 이웃하는 노드 사이의 링크 품질/상태의 추세에 대해 분석된다. 이로부터,

애드-혹 라우팅 프로토콜은 송신될 데이터 패킷에 대한 적절한 경로에 대하여 결정한다.

채널 특성 및 링크 품질에 관한 정보는 몇 개의 상이한 파라미터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파라미터

의 예는 무선 신호 페이딩으로 인한 무선 신호의 도플러 확산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상이한 방법은 무선 신호의 코히어런

스 시간(coherence time), 수신된 신호의 변동 속도, 또는 신호 대 간섭 잡음 비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 종류의 라우팅 방식의 용도는 사용된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의 유형에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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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시예에서,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방법은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 사이에 링크

상태 품질을 포착함으로써 링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링크 상태 정보로 라우팅 요소를 갱신하는 단계, 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상기 링크 상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루트를 따라서 트래픽을 라

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100kHz 내지 100P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방사를 토대로 한 송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

함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송신 시스템이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 UWB, JTRS,

3G, GPRS, 및 EDGE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상기 방법은 트래픽 콘텐트가 VoIP, 게이밍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이메일, 파일 다

운로드,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 네트워크 관리 트래픽, 및 월드 와이드 웹 콘텐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상기 트래픽 콘텐트가 서비스의 품질 파라미터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효율적인 라우팅을 위한 시스템은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서 기반구조 노드들 사이의 링크 상태 정보를 포착하는 포착 수단, 라우팅 요소에 대한 상기 링크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갱신 수단, 트래픽 콘텐트에 대하여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결정 수단, 및 상기 결정된 루트에 따라서 데이터 패

킷을 라우팅하는 라우팅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노드들 사이의 통신이 100kHz 내지 100P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방사를 토대로 한 송신 시

스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송신 시스템이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 UWB,

JTRS, 3G, GPRS, 및 EDGE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서, 상기 시스템은 트래픽 콘텐트가 VoIP, 게이밍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 네트워크 관리 트래픽, 및 월드 와이드 웹 콘텐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시스템은 또한 상기 트래픽 콘텐트가 서비스의 품질 파라미터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다중 홉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는 다수의 노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서 노드들

사이의 링크 상태 정보를 포착하는 포착 수단, 라우팅 요소에 대한 상기 링크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갱신 수단, 트래픽 콘

텐트에 대하여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는 결정 수단, 및 상기 결정된 루트에 따라서 데이터 패킷을 라우팅하는 라우팅 수단

을 포함한다.

상기 노드는 또한 노드들 사이의 통신이 100kHz 내지 100PHz 범위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방사를 토대로 한 송신 시스

템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노드는 또한 상기 송신 시스템이 IEEE802.11,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 UWB,

JTRS, 3G, GPRS, 및 EDGE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노드는 또한 트래픽 콘텐트가 VoIP, 게이밍 데이터,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이메일, 파일 다운로드, 네트워크 제

어 트래픽, 네트워크 관리 트래픽, 및 월드 와이드 웹 콘텐트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노드는 또한 상기 트래픽 콘텐트가 서비스의 품질 파라미터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설명에 따른 하나 또는 몇 개의 노드를 포함하는 상기 설명에 따른 시스템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가 규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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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무선 통신 네트워크 내의 노드에서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내의 노드들 사이의 링크

상태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제1 명령 세트, 링크 상태 정보로 라우팅 요소를 갱신하기 위한 제2 명령 세트, 트래픽 콘텐트

에 대하여 상기 링크 상태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루트를 결정하기 위한 제3 명령 세트, 및 상기 결정된 적절한 루트에 따라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위한 제4 명령 세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목적, 특징, 기능과 장점 및 다른 목적, 특징, 기능과 장점이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여 명백해질 것

이다.

실시예

도6에서, 본 발명의 이동 다중 홉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가 도시되어 있다. 다수의 노드 또는 기반구조 요소

(601,602,603,604...60n)는 통신 종단 노드 및 중간 노드 사이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통신하고 서로

를 위해 데이터 트래픽 및 제어 트래픽을 전달함으로써 함께 애드 혹 네트워크(610)를 구성한다. 종종, 하나 또는 몇 개의

게이트웨이(601)가 애드 혹 네트워크에 존재한다. 이 게이트웨이(601)는 예를 들어,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610) 및 표준

고정 IP 네트워크(620)(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의 링크의 역할을 한다. IP 네트워크로의 접속(600)은 예를 들어, 이더넷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고정된 라인, 또는 예를 들어, LMDS 또는 "미니링크" 시스템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고정된

무선 접속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기반구조 노드(601,602,603,604...60n)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최종 사용자 단말기가 도6에 명시적

으로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기반구조는 실제로 클라이언트/최종 사용자 단말기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

다. 이것은 또한 전용 라우터에 의해 구성되거나, 네트워크가 이러한 두 개의 요소를 조합하여 구성될 수 있다. 요즘, 클라

이언트/최종 사용자 단말기는 애드 혹 환경에서도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핸들링하기 위하여 계산 능력을 갖는다. 클라

이언트 단말기는 데스크톱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랩톱, PDA(개인 디지털 보조장치), 이동 전화, 또는 통신 또는 네트워킹

수단을 갖는 다른 데이터 프로세싱 장비와 같은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

기반구조 요소 또는 노드(601,602,603,604...60n,800)는 적어도 프로세싱 수단(801), 저장 수단(802), 통신 수단(805) 및

라우팅 수단(101, 803)으로 이루어진다. 계산 수단(805)은 무선이거나, 유선 접속(806)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실

시예에서, 통신 수단(805)은 무선이다. 라우팅 수단(101, 803)은 종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우팅 알고리즘

으로 구현되며, 통상적으로, 라우팅 수단(101, 803) 및/또는 통신 수단(805) 둘 모두는 기반구조 요소(800)에 내장되지만,

커넥터(804)를 통하여 기반구조(601,602,603,604...60n,800)에 접속된 외부 장치에 또한 위치될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의

일례는 PDA에 접속된 외부 장치를 갖는 PDA일 수 있고, 이 외부 장치는 PDA가 일반적으로 애드 혹 네트워크(610) 또는

무선 네트워크의 부분이도록 하는 라우팅 및/또는 통신 수단을 핸들링한다.

도1에서, 라우팅 요소의 키 컴포넌트 및 이들의 각 역할이 계층화된 네트워크 기준 모델, 예를 들어, OSI 모델 내에서 데이

터 및 제어 트래픽 흐름 패턴과 함께 도시되어 있다. 제1 층(104)(L1)은 데이터 비트의 물리적인 송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층에서, 물리적인 매체의 특성의 품질 및 상태, 예를 들어, 무선 채널 상태를 측정하여 획득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제3 층(106)(L3) 상의 링크 상태 모니터(102)로 통과된다.

기반구조 노드들 사이의 무선 링크의 상태를 획득하기 위하여 측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상이한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하나

의 이와 같은 파라미터는 도플러 확산이다. 도플러 확산, 평균 페이딩 지속기간, 및 (평균 페이딩 지속기간에 비례하는) 코

히어런스 시간은 모두 무선 채널의 시변 특성(time varying nature)을 설명하는 파라미터이다. 이동국 및 기반구조 노드

사이의 상대적인 이동이 존재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페이딩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기반구조 노드들 또는

기반구조 노드 및 이동국 사이의 무선 경로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각 노드가 비컨 신호

(beacon signal), 예를 들어, "헬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송수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웃하는 노드로부터의 무선 신호

를 모니터할 때, 무선 채널 품질의 표시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도플러 시프트(fD)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도플러 시프

트는 도플러 확산 폭에 대한 측정치이다. 이러한 측정은 애드 혹 라우팅 알고리즘이 송신 효율을 저하시킴이 없이 여전히

적응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도플러 시프트(fDUL)에 대한 상한과 비교된다. 신호 대역폭이 도플러 확산의

결정된 임계 한도보다 훨씬 큰 경우, 영향은 무시 가능하고, 이 해결책은 저속 페이딩으로서 규정되므로, 애드 혹 라우팅

알고리즘이 갱신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플러 확산이 결정된 임계 레벨보다

높고, 페이딩이 소위 고속 영역에 있으면, 라우팅 알고리즘이 라우팅 갱신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이것은 어느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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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트래픽 흐름 효율을 저하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제어 트래픽이 이용 가능한 송신 케이퍼빌리티(capability)

의 점점 더 큰 부분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도플러 확산이 더 증가됨에 따라, FEC(순방향 에러 수정)의 영향의 또한 증가

하므로, 안정되는 개선된 L2 링크 품질을 제공한다.

평균 페이딩 지속기간<τD>은 페이딩의 레일리 모델로부터 계산된다. 이러한 계산으로부터, 평균 페이딩 지속기간을 추론

하여, 이 지속기간을 이것의 대응부(fDUL)와 비교될 수 있는 임계 한도<τDUL>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τ>는 다음 식:

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고,

여기서, M은 모니터되는 페이드의 수이고, 지속기간(τm)은 m-번째 페이드 지속기간이며, N(RS)는 초당 레벨(RS)에서의

페이딩된 레벨 크로싱(crossing)의 수이며, T는 측정 시간이다.

무선 링크의 품질을 설명하는 다른 파라미터는 소위 수신된 신호 세기(202) 또는 신호 대-잡음 비(202)가 얼마나 빨리 변

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치인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소위 변화 속도(VS)(201)이다. VS(201)는 순시적인 채널 세기

(202)를 미분함으로써 계산된다. VS(201)가 임계 레벨(VSUL)(203)보다 낮은 경우, 애드 혹 라우팅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효율을 저하시킴이 없이 여전히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VS(201)가 VSUL(203)보다 높은 경우, 상술된 도플러 확산에 관

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의 갱신 빈도(204)는 제어 트래픽이 이용 가능한 송신 케이퍼빌리티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송신 효율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제2 층(105)(L2)은 정보의 더 큰 피스(piece)의 송신 제어를 핸들링하고, 에러 핸들링; 에러에 대한 검출 및 적절한 응답을

처리한다. 상기 제2 층은 또한 자신이 에러 검출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링크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3 층(106)에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ACK 또는 ACK(408,409, 및 410) 신호의 수에 관한 정보는 링크 상태 모니터(102) 상에서 통과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NACK 신호의 수의 증가는 링크의 품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ACK 신호의 증

가는 무선 채널의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L2(105)에 위치된 순방향 에러 수정 요소(FEC)에 의해 검출되어 수정되는 비트 에러의 수는 또한 링크 상태 모니터

(102)에 보고될 수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는 상술된 ACL/NACL 시그널링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링크 품질

을 반영할 수 있다.

링크 상태 모니터(102)는 제1 네트워크 층(104)(L1) 및 제2 네트워크 층(105)(L2)으로부터 획득된 채널 특성 및 링크 품

질 정보를 모니터한다. 링크 상태 모니터(102)는 소정 기준에 대하여 무선 채널의 품질을 결정하고, 이를 두 개의 상이한

유형의 페이딩 카테고리; 도플러 확산이 측정되는 경우에는 저속 및 고속 페이딩 또는 VS가 측정되는 경우에는 고속 또는

저속 VS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한다.

링크 상태 모니터(102)는 또한 루트 결정 프로세스에서 관련되는 노드의 하드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층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예를 들어, 라우팅 경로에서 이와 같은 노드를 배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같은 노드의 이

용량을 감소시기 위한 네트워크 내의 기반구조 노드의 에너지 상태 또는 배터리 레벨일 수 있다. 이러한 배제는 이러한 노

드의 배터리 레벨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그 이유는 이 노드들이 클라이언트 단말기이고, 클라이언트/최종 사용자

가 자신의 몇 가지 이유로 자신의 장비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 레벨이 낮은 노드는

가까운 미래의 시간에 동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또한 증가된다. 다른 이와 같은 관련 라우팅 파라미터는 다중소유

자 네트워크에서 최소의 경제적인 비용 라우팅 방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구조 노드의 소유권 정보

(ownership information)일 수 있다.

링크 상태 모니터(102)는 획득되고 분석된 상태 정보를 라우팅 요소(101)로 송신한다. 이 요소(101)는 송신될 현 데이터

패킷에 대한 루트를 결정하기 위하여 라우팅 계산을 수행하고, 라우팅 테이블은 갱신하여야 하는 시간 및 방법을 결정한

다. 라우팅 요소(101)는 데이터 트래픽 및 제어 트래픽 둘 모두를 송수신하는 것을 핸들링한다. 상기 요소는 라우팅 갱신을

프로세싱하는 것을 핸들링하여 소정 스케줄에 따라서 또는 링크 상태 모니터(102)로부터 얻어진 상태 정보로부터 라우팅

갱신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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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적인 모델을 사용한 루트 결정 방법 또는 절차는 무선 및/또는 링크 품질의 측정으로부터 획득된 링크 상태 정보를 취

하는 단계, 링크의 변화를 모니터하는 단계, 및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된 각 링크의 가까운-미래의 상태를 예측하거나 추론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므로, 라우팅 요소(101)는 링크가 고장나기 이전에, 라우팅 구성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손실된 패

킷으로 인한 불필요한 트래픽 흐름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상기 루트 결정 방법 또는 절차는 기반구조 노드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링크 품질의 변화 또는 추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전 측정에 관한 정보가 일정량의 시간 동안 L3(106)에 저장된다. 이것은

기반구조 노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따른 표준 기술로 저장된다.

테이블 1은 페이딩 파라미터 또는 변화 속도(VS) 파라미터와 함께 신호 세기를 고려한 일부 시나리오 및 이들의 설명을 나

타낸 것이다.

테이블 1: 링크-상태의 특성

신호 세기 또는 L2 품질 고 fD 또는 고속 VS 저 fD 또는 저속 VS

저 안정되고 랜덤의 에러 일정 시간 지속기간 동안의 버스티 에러

고 안정되고 양호한 조건
일정 시간 지속기간 동안 버스트하고 양

호한 조건

테이블 1로부터, 신호 세기 추세에 대한 아래에 리스팅된 가정과 함께 예측 기준의 다음 예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저 fD 또는 저속 VS의 경우에:

신호 세기가 저에서 고로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루트가 발생할 것이다.

신호 세기가 고에서 저로 진행하는 경우, 현재 루트는 페이드 아웃(fade out)될 것이다.

2. 고 fD 또는 고속 VS의 경우에:

신호 세기가 저에서 고로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안정된 루트가 저속으로 성장할 것이다.

신호 세기가 고에서 저로 진행하는 경우, 현재 안정된 루트는 저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테이블 1에서의 신호 세기 또는 L2 링크 품질은 평균 레벨과 관련되며, 이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범위 동안 채널

품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fD 또는 VS는 단시간 범위에서 규정된다. 이 점에서 장단의 규정은 본 발명이 구

현되는 시스템에 따른다. 장시간 범위는 몇 개의 트래픽 프레임의 범위를 커버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지만, 단시간 범위

는 몇 개의 송신된 심벌 또는 비트의 범위를 커버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시간에서의 고속 채널 변화는

FEC 기술(순향향 에러 수정)에 의해 복구될 수 있는 랜덤 비트 에러를 초래할 수 있다. FEC 이후에, 상이한 시간 인스턴트

(time instant)를 사용하여 (종종, 계통적 비트라 칭하는) 정보 파트 및 이의 패리티 파트가 전달된다. 상기 시간 인스턴트

가 충분히 분리되어서, 두 개의 인스턴트들 사이에 시간 채널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FEC는 시간-다이버스티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여기서 정보 파트, 또는 패리티 파트 중 하나는 페이딩을 견딜 수 있다. 그 후, FEC 기능은 정확한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부터, 특히, 루트 갱신에 관하여 예측적인 방식으로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을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명

백해진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부 예가 이제 리액티브 및 프로액티브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 둘 모두에 대하여 제공될 것이

다.

라우팅이 프로액티브 프로토콜을 토대로 하는 경우, 라우팅 테이블은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하나의 이와 같은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라우팅 테이블을 유지하는 DSDV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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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프로토콜은 상태 측정에 따라 변경되고, 링크 상태를 나타내는 라우팅 테이블 내의 여분의 리스팅이 이에 따라 부

가된다. 링크 상태 정보는 선택된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른 통상적인 기술, 예를 들어, "헬로 메시지" 및/또는 토폴로지 메시

지를 사용하여 분포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패킷이 도5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드 A(501)로부터 노드 C(503)로 송신되어야 하는 경우, 데이터 패

킷은 노드 B(502)를 통하여 송신된다. 그러나, 노드 B(502) 및 노드 C(503) 사이의 현재 링크 상태가 이 예에서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고(즉, 신호 세기가 시간에서 감소하고 있고), 비헤이버(behavior)가 버스티(bursty)이기 때문에

(즉, 페이딩 또는 VS 파라미터가 임계 값보다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은 또한 노드 D(504)를 통과하는 루

트가 더 양호한 품질을 갖는다는 것을 측정으로부터 인지하고 나서, 라우팅 요소(101)는 다음 패킷이 노드 B(502)를 통한

오래된 루트(505 및 506)를 사용하는 대신에, 노드 D(504)를 통하여 송신될 것이라는 것을 판정하며, 이러한 루트의 변화

는 도5B에 도시되어 있다.

프로액티프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른 라우팅 방법이 이하에 설명된 알고리즘(도7B를 또한 참조)에서 예시될 수 있다.

1.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는 규칙적으로 이웃을 향하는 자신의 각 링크 품질을 측정한다.

2. 모든 링크 품질 정보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에 분포되며, 결정된 라우팅 갱신 빈도에 따라서 갱신되어

자신의 각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된다.

3. 데이터 패킷이 발생되는 소스 노드는 링크 품질 정보 및 예측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적절한 루트를 결정한다.

4. 고려중인 데이터 패킷은 결정된 루트에 따라 목적지 노드로 라우팅된다.

라우팅이 리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을 토대로 하는 경우, 다소 상이한 방법이 사용된다. 루트 결정은 프로액티브 프로토콜

의 경우와 동일한 주기적인 방식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요구시에 갱신되며; 라우팅 프로토콜은 패킷 송신

요구에 반응하므로, 적어도 패킷을 송신할 루트의 파트를 인지할 필요성에 반응한다.

리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변경된 루트 발견의 일례를 도시한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링크 상태 정보(304, 305, 및

306)는 소스 노드(300)로 역송신된 루트 발견 정보를 규정하는 통상적인 루트 응답(RREP) 메시지 내에 포함된다. 이 정보

에 의하여, 라우팅 요소(101)는 현재 활성 루트에 관한 획득된 정보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루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포함

된 상태 정보는 현재 링크 상태를 획득하고 소스(300) 및 목적지 노드(303) 사이의 체인에서 모든 링크의 가까운 미래의

링크 상태를 예측하기 위하여 정보를 라우팅 요소(101)에 제공하는 변경된 RREP 메시지(313, 314, 315)를 제공한다. 라

우팅 체인 내의 각 노드에 관한 링크 상태 정보는 변경된 루트 응답(RREP) 메시지에 부가된다. 도3에서, 예시적인 네 개의

노드가 패킷 트랜잭션(packet transaction)에 포함된다. 패킷은 두 개의 중간 노드(301 및 302)를 통하여 소스 노드(300)

로부터 목적지 노드(303)로 전달된다. 패킷이 목적지 노드(303)에 전달될 때, 최종 중간 노드(302)는 변경된 RREP 메시

지(313)를 역송신한다. 이 변경된 RREP 메시지(313)는 최종 중간 노드(302) 및 목적지 노드(303) 사이의 링크 정보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한다. RREP 메시지는 이전 중간 노드(301)(도3의 예에서, 이것은 중간 노드 1(301)임)로의 체인에서 역으

로 전달되며, 이 노드(301)는 자신 및 체인 상향 방향의 다음 노드(302)(중간 노드 2(302)) 사이의 링크 상태에 관한 정보

를 링크 사이에 부가한다. RREP 메시지(315)는 최종적으로 소스 노드(300)로 리턴될 때, 소스 노드(300) 및 목적지 노드

(303) 사이의 네트워크 라우팅 체인 내의 모든 링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다. 이 종류의 방식은 네트워크 내의 노드

수에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도3에서, 단지 네 개의 노드가 도시되지만, 이것은 국한적인 수가 아니라를 것이 이해되

어야 한다. 노드의 수는 더 적거나 더 많을 수 있다. RREP 내에 단지 L1 정보만이 도3에 도시되어 있지만, 포함된 각 노드

로부터의 L1 정보가 또한 포함되고/되거나, 라우팅과 관련된 다른 정보가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AODV 또는 DSR과 같은 애드 혹 기반 리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리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른 라우팅 방법은 이하에 설명된 알고리즘(도7A를 또한 참조)에서 예시될 수 있다.

1.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는 규칙적으로 이웃을 향하는 자신의 각 링크 품질을 측정한다.

2. 모든 링크 품질 정보는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에 분포되며, 라우팅 요구가 발부될 때, 갱신되어 자신의

각 라우팅 테이블에 저장된다.

3. 소스 노드는 링크 품질 정보 및 예측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적절한 루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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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 중인 데이터 패킷은 상기 결정된 루트에 따라 라우팅된다.

애드 혹 기반 리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송신된 표준 RERR 신호를 변경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며, 이는 도4에 도시되

어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홉(406)을 향한 미래의 고장을 검출하였던 노드(402)로부터 변경된 RERR 메시지를 송신함

으로써 행해진다. 이 변경된 RERR은 관심 있는 이 링크(406)의 링크 상태(404)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것은 소스 노

드(400)로 역송신된다. 네트워크 체인(401)에서 더 앞선 중간 노드는 이 정보(404)를 소스 노드(400)로 중계한다. 소스 노

드(400) 내의 라우팅 요소(101)는 이 정보(404)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루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변경된 RERR(404) 방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체인에서 더 나중의 링크 고장으로 인한 패킷 재송신을 극적으로 감소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링크 고장을 검출하기 전에 상당한 어떤 시간이 들고, 라우팅 요소

(101)는 링크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결정하고 라우팅 구성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데이터 패킷을 여러 번 재송신하려고 시도

할 것이다. 본 방법에 의하면, 링크가 고장나기 이전에 루트 경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링크 고장으로 인한 재송

신의 수가 감소되거나, 심지어 제거될 수 있다.

본 링크 상태 특정 애드 혹 라우팅 방법에 대한 유용한 장점은 트래픽 유형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로드 밸런싱 또는

트래픽 스케줄링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이한 루트의 현재의 링크 상태 및/또는 가까운 미래의 링크 상태

를 인지하면 지능적인 방식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할 기회가 제공된다. 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트래픽은 양호하고 안정된

링크를 통하여 라우팅될 수 있고, 고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비교적 정확한 타이밍을 필요로 하거나 지연이

주관적으로 네가티브(negative)로서 체험되는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의 예는 VoIP(voice

over IP application), 전화,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음악, 및 게이밍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 대역폭

및/또는 안정된 링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이메일 메시지, 웹 정보 송신, 데이터 파일의 다운로

딩 또는 업로딩, 및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일 수 있다. 최종적인 유형의 예는 패킷의 지연 또는 재송신에 매우 둔감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인간의 대화 또는 정확한 타이밍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 또는 VoIP 세션의 경우에, 애플리케이션은 적절한 청취 품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양호한 접속을 가질 필

요가 있고, 인간은 통신 링크에서 지연에 민감하다. 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송신 시간에서 적은 지연을 갖는 안정된 접속을 필요로 하므로, 데이터 패킷의 많은 재송신을 체험하지 않는 접

속을 갖는 것이 필요로 된다. 이 유형의 고려사항을 서비스의 품질(QoS)이라 칭한다.

매우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패킷의 시간 지연에 상당히 민감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게이밍 애플리

케이션이다. 이들은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기반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고, 최상의 게임 품질을 획득하기 위하여, 적어

도 부분적으로 실시간 요구가 존재하는 온라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높은 대역폭 및 적은 지연 둘 모두를 필요로 하는 다른 유형의 세션은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스트리밍 무선이 사용되는 경

우, 예를 들어, 비디오 필름이 송신되고 실시간에 인터넷 또는 다른 IP 기반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청되는 경우이다.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은 통상적은 매우 큰 파일을 사용하고, 높은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므로, 매우 큰 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데이

터 패킷이 많이 재송신되는 경우에, 시청자는 필름에서 지연 및 움직이는 시퀀스를 체험하며, 이는 많은 경우에 시청자들

에게 수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메일 통신을 포함한 통신(예를 들어, SMTP, POP, IMAP, MIME, 및 DMSP 또는 이들 모두의 변형), 파일 다

운로드(예를 들어, FTP, TFTP, 또는 SCP), 또는 웹 페이지(HTTP 또는 이와 유사한 것)는 많은 점에서 링크 품질과 무관

하므로, 감소된 품질을 갖는 루트를 통하여 라우팅될 수 있다. 네트워크 제어 트래픽 또는 통계적인 기능은 또한 높은 대역

폭 및 안정된 링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예이다. 기반구조 노드를 통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구성하고, 관리

하며, 감독하는데 종종 사용되는 SNMP 프로토콜(단순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일례이다.

송신된 패킷의 길에 따라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예측적인 방법을 사용한 지능적인 라우팅 모델은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이벤트 중의 경찰, 재난 또는 사고 중의

구조대, 전쟁터의 또는 훈련중인 군대에 의하여, 또는 주거 및 상업적 네트워크 액세스 둘 모두를 위한 통신 용도로 무선

액세스 에어리어를 구성하기 위하여와 같이, 많은 상이한 애플리케이션 에어리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광

대역 액세스 기술이 부족하거나 이에 접속하기가 고가인 주거 지역에서 단거리, 저비용, 무선 장비를 사용하여 광대역 액

세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애드 혹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또한 기업체 또는 작은 회사에 광대

공개특허 10-2006-0134955

- 14 -



역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소위 핫스펏(hotspot)에서 무선 접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적 구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핫스

펏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무료로 또는 고객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통신 액세스를 일정 에어리어 내에서, 예를 들어, 공

항 라운지에서 또는 호텔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링크 상태 모니터(102)가 사용될지라도, 이 기능은 또한 라우팅 요소(101)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라우팅 프로토콜은 사용된 무선-코딩 방식에 무관하면, 임의의 무선 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선 표준을

IEEE802.11 시리즈(예를 들어, IEEE802.11a, IEEE802.11b,IEEE802.11g 등), IEEE802.15, IEEE802.16, 하이퍼LAN,

홈RF, 블루투스, IR(Infrared), UWB(Ultra WideBand), JTRS(Joint Tactical Radio Service), 3G(Third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또는 EDGE(Enhanced Data rate for Global

Evolution)으로서 칭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무선 표준이 상술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100kHz 내지 100PHz

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 동작하는 임의의 적절한 전지기 방사 기반 송신 방식일 수 있다: 이것은 무선 주파수, 마이크로파

주파수, 및 적외선, 가시광선, 및 자외선 상황에서의 주파수를 포함한다.

동일한 발명자에 의한 예측적인 애드 혹 라우팅 및 루트 다이버시티를 해결하는 병렬 애플리케이션:

1. "예측적인 애드 혹"

2. "애드 혹 루트 다이버시티"가 동시에 출원되었고 본원에 참조되어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가 예시되었을지라도, 동일한 개념이 유선 네트워크 또는 고정된 무선 네트워

크에 적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주의되어야 한다.

본 발명이 설명을 위하여 상세히 설명되었을지라도, 이와 같은 세부사항은 단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청구항에 의해 제한

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당업자들에 의해 본원에서 변경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내부-계층화된 개념에서의 컴포넌트 중 일부 및 이들의 각 역할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2는 저속 또는 고속 카테고리 결정을 관리하는 임계 레벨을 갖는 신호 세기 및 변화 속도 파라미터 대 시간의 도면.

도3은 채널 상태 정보 및 링크 품질 정보가 리액티브 라우팅 프로토콜을 위한 시스템에서 역으로 통과되는 방법에 대한 개

략적인 도면.

도4는 채널 상태 예측이 리액티브 프로토콜을 위한 시스템에서 역으로 통과되는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도면.

도5는 작은 애드 혹 네트워크 및 이 네트워크 내의 두 개의 노드들 사이의 가능한 루트의 개략적인 도면.

도6은 무선 애드 혹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개략적인 도면.

도7은 리액티브 라우팅 애드 혹 프로토콜(도7A) 및 프로액티브 애드 혹 라우팅 프로토콜(7B)에 대한 라우팅 및 루트 결정

프로세스의 부분을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8은 네트워크 내의 노드를 도시한 개략적인 블록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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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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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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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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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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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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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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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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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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